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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가 학계와 연구자들은 물론
우리시 공무원과 기업, 일반시민들에게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발간사

발간사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해의 결실을 담은 울산발전연구원

또한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연구원 경영평가에서 최

연차보고서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2013년

우수등급(S등급)을 얻었으며, 특히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역시 지난 2012년에 비해 연구성과물이 양적으로 확대하고,

구축, 여성가족정책센터의 새로운 운영 등은 연구원 경영의

질적으로 개선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일반연구실과

이는 한해 한해, 시간이 거듭될수록 전년보다는 좋은 결실을

사무실 환경 정비 등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지역사회에

얻고자 하는 연구원 각자의 노력과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연구활동의 홍보,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를 통한 연구

특히, 원장인 제가 부임하면서 추진해 왔던 「연구과제논의

발표회 참석, 자원봉사 BEST ULSAN 만들기 참여 등

시스템」, 「정보화개선사업」 등 몇 가지 사업(노력)들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시스템화되고, 안착이 된 듯합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이상의 연구원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2013년도 연구원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4월

하고, 연구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

연구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기존 연구기획실,

서의 구성은 연구원의 기본현황과 주요활동, 연구실적물

경제사회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의 3실에서 연구기획실,

요약, 간행물 발간현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

경제산업연구실, 문화사회연구실, 환경안전연구실, 도시

쪼록 이 보고서가 학계와 연구자는 물론 울산시 공무원과

공간연구실의 5실로 세분화하여 연구부서의 전문성을

기업, 일반시민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

강화하고, 안전과 문화를 중요시 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

니다. 그 동안 연구원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신 여러

하고자 하였습니다.

분께 감사드리며, 울산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더불어 매월 2회 전 연구원이 정기적
으로 참여하는 연구원 meeting(상시과제논의시스템)을

감사합니다.

통해 많은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연구는 市당면현안 연구, 새정부정책 관련 연구,
그리고 미래사회대비 연구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령화사회도래에 따른 울산의 대응 방안」, 「21C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등 2건의 기획과제를 비롯
하여, 기본과제 14건, 정책과제 14건, 수탁·협약과제 59건,
현안과제, 14건, 이슈리포트 26건 등 약 140여 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약 40여 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2014년 2월

원장 하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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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

설립목적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지역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
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는 한편, 합리적인 시정 정책개발·수립 및 교육·자문 등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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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본 연구원은 타 시·도에 비하여 늦게 작은 규모로 출범하였지만,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최고의 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

씽크탱크

추진전략

窓(창)

民(민)

通(통)

場(장)

미래를 보는 지혜의 窓으로
열린 연구를 지향합니다.

市民을 위한, 市民을 향한
연구를 추구합니다.

疏通과 교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연구를 실천합니다.

발로 뛰는 現場 중심의
연구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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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현황

연혁
2000. 07. 13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

2000. 12. 23

행정자치부 장관 법인설립 허가

2000. 12. 29

초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2001. 02. 21

울산발전연구원 개원

2002. 01. 25

연구원 이전(북구 연암동 중소기업지원센터)

2002. 09. 11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가입

2003. 12. 29

2대 원장 서근태 박사 연임

2006. 03. 23

울산학연구센터 개소

2006. 03. 31

여성가족정책센터 개소

2006. 11. 01

경제동향분석센터 개소

2006. 12. 29

3대 원장 서근태 박사 연임

2009. 12. 29

4대 원장 서근태 박사 연임

2011. 04. 25

5대 원장 하동원 박사 취임

2012. 07. 01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3년)

조직도
이 사 장
감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연
구
기
획
실

경
제
산
업
연
구
실

사

사 무 국

문
화
사
회
연
구
실

환
경
안
전
연
구
실

※부설센터 : 울산학연구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경제동향분석센터
※지정기관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센터)

도
시
공
간
연
구
실

문
화
재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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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
•미) 위스콘신대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원장

하동원

주요경력
- 행정고시 제20회
- 총무처 사무개선과장, 민원행정과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 2국장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관리심의관, 인력개발국장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 한양대·서울시립대 겸임교수
- 건국대 초빙교수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위원(실장)

연구위원(기획팀장)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김문연

정현욱

강정미

김정민

김세영

부산대
경제학박사
(연구기획실 업무총괄)

계명대
도시공학박사
(기획팀 업무총괄)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연구과제 관리)

신라대
영어영문학과
(학술행사, 출판)

인제대
언론광고학과
(에디터)

경제산업
연구실

선임연구위원(실장)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강영훈

황진호

이은규

이경우

정승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통합·국제금융)

독)파더본대
경제학박사
(산업경제)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금융)

미)조지아주립대
경제학박사
(재정)

미)콜로라도대
경제학박사
(경제동향분석센터 담당)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미경

유진현

박가령

이채혁

정길룡

울산대
경영학석사
(일자리창출사업)

중앙대
경영학석사
(울주중장기발전계획)

방송통신대
평생교육학석사
(사회적기업육성)

동의대
문학석사
(사회적기업육성)

경남대
행정학석사
(경제분야 자문)

기본현황

문화사회
연구실

연구위원(실장)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연구원

이재호

김상우

이윤형

박혜영

이영란

경북대
행정학박사
(계량행정·정책분석)

부산대
사회학박사
(문화·예술)

대구대
철학박사
(사회복지)

부산대
여성학박사
(여성가족)

부산대
여성학박사
(성별영향분석)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진건

설은아

손일주

김지윤

조민지

부산대
경제학박사과정 수료
(베이비붐고용실태조사)

울산대
법학과
(치매노인사회서비스)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하늘공원기념백서)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지역사회서비스)

영남대
심리학과
(지역사회서비스)

선임연구위원(실장)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택

이상현

김희종

임채현

윤영배

동아대
공학박사/기술사
(대기·재난관리
울산학센터장 겸임)

고려대
공학박사
(수질관리)

일)홋카이도대
공학박사
(폐기물·자원순환)

호서대
공학박사
(안전·방재)

울산대
공학박사
(기후변화적응)

환경안전
연구실

연구원

연구원

윤복영

박소연

계명대
환경공학석사
(태화강백서)

한국해양대
공학석사
(녹색성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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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연구실

연구위원(실장)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김승길

울산대
건축공학박사
(도시계획, 경관)

미)USC
도시계획학박사
(도시, 지역계획)

부산대
공학박사수료/기술사
(도시계획, 도시개발)

일)오사카대
공학박사
(도시계획)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교통계획)

전문위원

연구원

유영준

강지희

한양대
관광학박사
(관광)

울산대
공학석사
(울산시티투어활성화)

문화재센터

연구위원(센터장)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배은경

이재흥

김성식

황현진

김광옥

동아대
고고학박사과정 수료
(문화재센터 업무총괄)

경북대
고고학박사과정 수료
(삼국시대 고분)

영남대
대학원 고고학석사
(청동기시대 취락)

부산대
고고학석사
(청동기시대 주거지)

영남대
고고학석사
(생산유적)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김성욱

한선영

강정미

전은영

원수진

일)구마모토대
고고학박사
(선사시대 생업)

충남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삼국시대 토기)

부산대
고고학석사
(고고학)

영남대
고고학석사 수료
(철제마구)

울산대
사학과
(문화재센터 서무전반)

기본현황

문화재센터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김현주

김민경

이정민

이선철

김지연

부산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고고학)

경주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샐활유적)

영남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구석기유적)

경주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고고학)

경북과학대학
고고학과
(유물실측 및 보고서)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박정환

박찬미

신정아

채상훈

손정규

부산대
고고학석사
(생활유구)

한국국제대
(유물실측 및 보고서)

한서대
고고학과
(보존과학)

동아대
고고학석사
(삼국시대 고분)

동양대
문화재발굴보존학과
(고고학)

연구원

김형규
경주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고고학)

울산학
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경희

김영주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울산학센터 담당)

울산대
교육학석사
(울산학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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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센터

부연구위원(센터장)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연구원

연구원

신기왕

양은아

송봉란

고종대

임은애

중앙대
교육학박사
(평생교육센터 업무 총괄)

서울대 교육학박사
서울대 미술경영박사 수료
(평생교육 정책연구)

아주대
교육학석사
(청년창업)

울산대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평생학습)

고신대
아동학과
(청년창업)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아름

오세정

오진덕

차분옥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청년창업)

경북대
교육학 석사
(평생학습)

부경대
국제지역학과
(평생학습)

영산대
부동산학과 재학
(평생교육센터 회계, 서무 )

사무국

사무국장

행정팀장(4급)

과장(5급)

주임(7급)

주임(7급)

강운홍

전수일

박종대

황해상

정지은

사무국 소관업무 총괄
(파견)

이사회, 연구원홍보,
청렴업무

인사, 예산,
문서/규정관리

업무전산시스템,
기록물관리, 홈페이지

회계일반 및 기금관리,
예산집행 및 결산

사무원(8급)

사무원(기능9급)

운전요원(기능9급)

사무원

임성훈

윤소영

김광헌

정지유

용역 예산관리, 부가세

자료실 관리

원장 승용차 운행관리,
자산/물품 관리

부속실

기본현황

대외협력
교류협력 체결현황
구

분

협 약 일

미중서부한인상공회의소연합회(마을기업 상호업무협력 협약)

2013. 1 1 . 1 3

울산광역시 중구(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13. 10. 1 7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07. 1 1

한국건강관리협회

2012. 05. 22

남부권 8개 지방연구원 및 지방 유관연구원

2012. 05. 02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사,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ubc울산방송, 울산mbc(뉴스 콘텐츠 협력 협약)

2011. 06. 23

한국은행 울산본부

2011. 05. 3 1

한국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

2010. 06. 25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9. 10. 1 6

중국 연변대학경제관리학원

2009. 05. 1 3

울산매일신문사

2008. 01. 1 0

부산지방통계청

2007. 1 2 . 20

주택도시연구원

2006. 1 2 . 1 5

울산과학대학(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

2006. 04. 26

울산과학대학

2005. 1 2 . 1 2

국회도서관

2005. 04. 08

동의대학교

2004. 01. 2 7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3. 1 2 . 05

산업연구원

2002. 1 2 . 02

대외단체 가입현황
구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분

회원기관수

가입연도

1,216

2005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11

2002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16

2001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57

2001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20

2001

17

Annual Report 2013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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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February

▲

0102
2013년도 연구원 시무식

April

▲

0425

▲

창조도시포럼 전문가 세미나

May

▲

0426
영남권 시도연구원 한마음체육대회

0326
상반기 정기이사회

June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March

▲

▲

0201

0305
여성아동안전망 구축 콜로키움

경제동향센터 담당 전문가 새식구로 합류

▲

0312
2013 울산광역시발전협의회 총회

▲

0322
울산청년창업센터 오프라인 매장 ‘톡톡스트리트’ 개장

▲

0603
성희롱 예방교육 - 아름다운 性, 작은영화제

▲

0617
문화해설사 직무보수교육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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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

문화관광해설사 현장답사 주관

0625
울산녹색성장포럼 “환경의 달 시민사회의 역할” 세미나

▲

0904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컨설팅

▲

0910-1024
평생교육전문가 특강

▲

0911
울산녹색성장포럼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

▲

0912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 현장점검지표 설명회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July

▲

0711

▲

2013년도 연구원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판정

0716-0719
UDI 선전지 연수 -북경탐방

September

▲

0902
임진혁 교수 특강 -행복한 연구원

October

▲

1004-1101
문해교육교원양성 초등기본과정 운영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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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1022
마을기업 설립 지원자 및 단체 기본교육 실시

▲

1125

▲

울주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

112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

1119
마을기업 설립지원 프로그램 수료식

▲

1129
하반기 정기이사회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October

▲

1017-1020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1029
웹진 ‘월간 울산경제의 창’ 창간

November

▲

1111-1115

▲

베이비부머 맞춤형 상담 “40·50·60 청춘불패” 진행

1101, 1206
직원 봉사활동 참여

December

▲

1203
“치매노인부양가족 서비스질 향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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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

1205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례회의

◀

1216
울산 시티투어 평가단 현장체험 주관

▲

1210
울산녹색성장포럼 “연구과제 콜로키움”

▲

1231
2013년도 기본과제 보고서 발간

▲

1220
2013 울산녹색성장포럼 총회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

1206-1210
전국마을기업 우수상품 초대전 참가

▲

1213-1214
연구원 전체 워크숍

▲

1231
2013년도 연구원 종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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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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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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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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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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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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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기본과제

기본과제는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와 연구원에서 상호협의하여
선정·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044 효율적 시계열 관리를 위한 「울산의 사회지표」 조사항목 발굴 ● 045 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046 상품거래소 사례분석을 통한 석유
거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조성방안 연구 ● 047 울산지역 선용품업체 현황과 육성방안 ● 048 울산녹색성장 정책 추진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 050 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DB 구축 ● 051 울산광역시 도심녹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052 개인 기부 활성화
제고 및 기부금 통합관리 방안 ● 053 울산광역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 054 울산시립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미술관 사례
분석 연구 ● 055 울산 관광객 통계의 효율적인 산출 방안 연구 ● 056 KTX울산역 확장 당위성 및 방안에 관한 연구 ● 057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울산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대책 ● 058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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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계열 관리를 위한
「울산의 사회지표」
조사항목 발굴
| 이재호 |
사회지표조사 항목과 실제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결과

야 할 조사항목으로는 소득·소비 분야에서 소득 및 지출

를 수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 차원에

수준, 가구 내 저축 및 투자 대비 생활비 지출 비율, 다음

서 정책을 직접 행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

해 가구의 재정상태 전망을 포함하여 6개 항목, 노동분야

록 유도하고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으나 현

에서의 이직·퇴직 의사에 대한 이유, (재)취업 시 선호 직

재 울산의 사회지표조사를 통한 결과물로서는 이를 행하는

종과 필요한 행정적 조치 사항, 현재 취업중인지의 여부와

데 어려움이 있다.

이유 등을 포함 7개 항목이 된다.

「울산의 사회지표」
에는 단절적인 자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위에서 제시된 14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하였

3개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일관성도 결여되어

을 때 새로 만들어야 하거나 또는 보완해야 할 조사항목

있어 같은 항목 분류로 볼 수 없는 내용상의 차이로 인하

수는 모두 49개 항목이 되며 기존 3개년 단위로 작성되는

여 실제 시계열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즉 다음 해

조사항목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통합 조사해 이의 흐름을

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낼 수 있는 미래 예측 자료로 활용

꾸준히 축적해 나갈 필요성도 함께 존재한다.

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형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
이지만 조사 항목에 대한 패턴으로서는 정책적 의미를 도
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견된다.
일례로써 울산시민의 1인 또는 가족단위 가구 소득의 경우
에 있어 직접적인 비율척도 기입(예 : 월 소득 (

)만

원)이 아니라“∼ 이상”또는“∼ 이하”
라는 단위를 사용함
으로써 추론에 의한 과학적 해석을 방해하고 있으며 소비
지출, 사교육비 관련 지출 액 등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점
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의 사회조사는 추론 통계로써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것이 울산 전체의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져 표
본으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구간으로
정해진 명목척도만을 이용하고 있어 비용과 노력 대비 얻
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울산의 사회지표 조사 항목은
통합된 형태의 조사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시계열
로 관리가 상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착안하여
현재 같은 카테고리로 3개년 단위로 개별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항목을 ① 인구 ② 가족 ③ 소득·소비 ④ 노동 ⑤ 교
육 ⑥ 보건 ⑦ 주거·교통 ⑧ 정보·통신 ⑨ 환경 ⑩ 복지
⑪ 문화·여가 ⑫ 안전 ⑬ 삶의 질 ⑭ 사회참여·통합 등 14
가지로 단일화 해 묶고 울산의 실정에 맞는 항목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사 항목으로 없어서 새로 만들거나 문항을 보완해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01
2013. 1. ~ 2013. 10.
2013. 12.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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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이은규, 강영훈 |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IT융합과 SW산업 혁신을 위하여

울산지역 IT산업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IT산업

‘주력산업과 IT융합 활성화 지속 추진’
과‘IT 신성장 동력

의 성장은 반도체, LCD, 휴대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정부

화를 위한 특화분야 발굴 및 육성’
,‘IT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대기업 주도의 성장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IT산

인프라 구축’등을 제시하였다.

업의 흐름은 수직적 발전에서 융합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우선‘주력산업-IT융합’
의 경우‘미래 해양공간 정보체계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구축과제’
,‘조선해양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과제’
,‘그린카

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국가

융복합 선도지역 조성과제’
,‘그린에너지 거점지구 지정’

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과 ICT를 창조경제의 원천

등을 제시하였다.

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IT 신성장 동력화’
의 경우‘안전-IT융합 서비스기반

한편 IT산업 통계자료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울산

조성 과제’
,‘교육·문화-IT융합 서비스기반 조성 과제’
를

지역 IT산업의 수준은 영세성, 전문인력부족, 기술개발능력

제시하였다.

취약 등 여전히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최근들어 주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IT산업 인프라 확충’
의 경우‘ETRI 분

산업(조선-IT, 자동차-IT 등)과 IT융합이 활발해 지고 있으

원 유치’
,‘우수 IT인력 양성체계 구축
‘, ’
지역 IT역량강화

며 관련 인프라(그린카 기술센터, 융복합 첨단과학기술센

과제
‘ 등을 제시하였다.

터 등)도 확충되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의 경우 IT융합이 용이한 제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련 경제
주체들의 IT산업 활성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IT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SWOT 분석을 통하여‘IT산업이 선도하는 창조도시, 울산’
을 비전으로 선정하였다.
이미 울산지역은 지역 내 글로벌 대기업(현대자동차, 현대
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IT융합을 추진해 나가
고 있다. 향후 이러한 토대 위에 정부의 정책지원,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술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의 IT융합 정책인‘생활밀착형 IT융합서비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지역내 IT역량 확
충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고령
화와 저출산,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을 고려하여
‘먹을거리, 교육, 헬스케어, 재난·치안, 교통’5대 분야를
IT와 융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화하려는 전략을 수립
하였다. 울산지역의 경우 이러한 정책변화를 적극 활용함
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고 IT분야의 새로운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02
2013. 1. ~ 2013. 10.
2013. 12. 152면
IT융합, 울산 IT산업, 울산 IT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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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소 사례분석을 통한
석유거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조성방안 연구
| 강영훈 |
이 연구는 울산지역에 구축되는 동북아 오일허브구축사업

필요성이 있다.

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품거래소 설립안 등 다양한

다음으로 금융특구는 동북아 오일허브 특별법에 의한 오일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이며, 지역내 서비스산업이 영세하고

허브단지에 조성하며, 탱크터미널에 인접하며, 상업중심지

미미하지만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

에 설립하며, 인접성, 쾌적성, 접근성이 구비되어 금융특구

안을 제시하고 있다.

에 종사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체가 인근지역에서 바로 모

결국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통한 우리나라 및 울산

든 서비스를 상호 공유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조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내에서의 경쟁보다는 세

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싱가폴에서는 석유업계의 지원을

계3대 오일허브와 연계된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

받아 SMU(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에서 석

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

유트레이팅 전문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에너

요가 있으며, 따라서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추진을 위한

지금융교육센터를 설립하여 2016년 하반기 동북아오일허

정책방안과 울산지역 금융산업 발전과 석유거래소의 효율

브 1단계 완성에 따른 금융전문인력 수요를 뒷받침할 필요

적 구축방안의 관점에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성이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에너지금융교육센터가 홍콩이

먼저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은

나 싱가폴로 교육받으려 가는 국내 금융기관의 전문가 양

동북아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 공동마케팅, 법・제도 개선

성기관으로 발전해나간다면, 교육으로 인한 서비스수지개

등이 필요하다.

선이나 특화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예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울산형 오일허브 구축사

할 수 있을 것이다.

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특별
법의 지정이 필수적이며, 동북아 오일허브 특별법에 포함
되어져야 할 내용은 울산지역 전역 또는 오일허브 관련 지
역을 오일허브 단지로 조성하며, 법인세율의 싱가폴 수준
으로 대폭 할인하며, 오일허브 관련 기업 및 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이다.
동북아 오일허브와 연관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살펴보
면, 중앙정부,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
사, SK에너지, S-Oil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며, 이
들 기관들이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공유
하고, 공동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금융기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금융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
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금융기관도 에너지관련 상품을 고
려해볼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불어 해외의 트레이더는 시장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Blending, Heating, Breaking, 또는 Making의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많은 트레어더를 유치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할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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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선용품업체
현황과 육성방안
| 이은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

기업 제품의 선용품 등록을 위한 브랜드 개발지원’
,‘지역

내외 해운업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운임의 하락

선용품의 해외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지원’등을 제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항원가 절감을 위한 노

하였다. 또한 울산지역 선용품공급업체들의 경우 업체들의

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용품공급업체들은 선주,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

용선업자 그리고 선박관리회사의 요구에 따라 치열한 원가

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선

및 품질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 부산

용품관련 협회 가입 등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

지역의 경우 국제선용품유통센터를 개장하는 등 관련 업종

으며 한편으로 업체들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영세한 울산지역 선용

있다. 해결방안으로는‘선용품 판매확대를 위한 국내외 네

품공급업체들에게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트워크 강화지원’
과‘정부지원을 활용한 선용품 업체의 전

현재 국내 선용품시장은 선용품공급업체 수, 공급금액 등

문화 및 대형화 유도’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 측면에서 부산항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울산

마지막으로 현재 지역 선용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지역의 선용품산업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

황파악을 위한 각종 정보의 축적, 종합적인 육성계획, 제도

년 기준, 울산지역 선용품 시장의 경우 업체 수 기준으로

적 기반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 내에

는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는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수집체계, 지원정

선용품 거래 건수(4만 2천여 건), 거래금액(10.7억 달러)은

책·제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

부산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울산지역 항만물류업체에 대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울산지역 선용품산업은 영세한 업체

한 지속적인 조사·분석’
,‘지역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육

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취급물품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성계획 추진’
,‘자유무역지대 내 선용품업체들을 위한 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렴한 부지제공’
,‘업종제한에 따른 불이익 해소’
,‘선용품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등의 과제를 제안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선용품공급업의

하였다.

문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울산지역 선용품공급업체의 경우 매출액, 종사자 수
그리고 애로 및 개선사항 등에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지원
방안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규모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수립
될 필요가 있다. 해결방안으로는‘영세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대형 업체를 위한 경영지원’
,‘항만
물류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울산지역 선용품공급업체들이 취급하는 선용품
종류가 매우 적어 선사 또는 운항선박들의 선택의 폭 축소
에 따른 판매기회 상실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
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화 지
원과 해외 홍보지원을 통한 지역 제품의 인지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결방안으로는‘지역 중소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04
2013. 1. ~ 2013. 10.
2013. 12, 104면
선용품 공급업, 선용품산업 활성화, 울산지역 선용품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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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녹색성장 정책
추진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 이상현 |
중앙정부와 울산시는 지난 2009년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확충에 기초를 만들었으며, 녹색성장을 선도할 거점기술

환경위기와 자원,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회야), 친환경청정기술센터

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녹색성장’
을 제시해 기존

건립, 신화학실용화센타 건립,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업지원

경제발전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라는 소극적

사업, ESCO 사업 활성화,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IT

인 정책을 극복하고 환경보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

융합산업 원천 및 상용화 기술개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고자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수립되어 추진 중인 울산

거래제 시범사업, 환경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현장맞춤형

녹색성장 계획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울산시의 녹색

정밀화학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

성장 역량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정량

성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를 시도하여 향후 특화된 녹색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그리고‘에코폴리스 울산을 통한 녹색사회 조성’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울산 녹색성장 추

는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

진계획의 추진율과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 발굴

업, 태화강 대공원 조성ㆍ관리,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 추

과 부진사업의 개선책 마련, 그리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신

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 추진, 자전거 타기 문화 확

규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등을 추

2009년 울산시는 1단계 녹색성장 추진사업으로 3대 전략,

진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녹색사회 건설에 기초를 조성

10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총 115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하였다. 또한 그린스타트 운동 및 그린리더 양성과 같은 시

이중 110개 사업이 완료 또는 실행 중인 단계로 약 95.7%

민중심의 녹색실천운동 확산과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등

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1단계 울산녹색성장에 소요되는

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를 형성하였다.

예산은 총 1,573,459백만 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

1단계 울산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주요 성과지표 중 탄소

탄소 녹색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부분에 295,988백만 원

포인트 참여가구수와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조성, 자전거 도

(18.8%),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부

로 조성사업, 녹색 R&D 투자금액은 당초 목표보다 초과달

분에 356,218백만 원(22.6%), 그리고 에코폴리스 울산을

성한 상황이며 상수도 유수율은 목표달성율 99.0%, 도시

통한 녹색사회 조성 전략부분에 921,253백만 원(58.6%)으

가스 보급률은 97.7%으로 높은 정책성과를 달성하였다.

로 구분된다.

1단계 울산녹색성장 추진 사업(2009∼2013년)의 성과달성

울산 녹색성장 3대 전략사업중‘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

요인은 기존 울산시 환경계획(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울산

탄소 도시 구현’분야에서는 아름다운 울산 십리대숲 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태화강마스터 플랜 등)과 연동된 녹

성, 유휴토지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소각장 소각여열

색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점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

활용 기업체 에너지 공급, 에너지 네트워킹 생태산업단지
구축, 폐가전 자원시스템 도시 광산화 사업, 좋은 식단 실

성, 울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고자 하는 정책권자의
“강력한 정책의지”
로 평가될 수 있다.

천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사업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의 2단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

수립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방향을 1단계 녹색

한‘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전략 분야

성장 전략과 비교하여 제안하였다. 2단계 울산녹색성장 계

에서는 그린카 산업화 촉진 사업, 녹색기술개발 인프라 구

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기후변

축 사업,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기후변화협약 대응

화 친화형 중심도시 울산,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중심도시

기업지원 사업, 울산테크노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탄소

울산, 친환경 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그리고 녹색생활 문화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녹색기술의 인프라

중심도시 울산이라는 4대 전략을 제안하고, 4대 전략별 핵

연구실적•기본과제

심 정책방향은 기후친화적 저탄소 도시관리 기반 구축, 취
약계층 기후복지 시스템 구축,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협력
네트워크 구축, 태화강 생태관광 사업화 추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물산업 육성화 추진, 녹색창조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울산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맞춤형 산업단
지 스마트 에너지 사업 추진, 저탄소 시민생활 문화 확산,
그리고 도시교통의 녹색화 추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05
2013. 1. ~ 2013. 10.
2013. 12, 60면
울산녹색성장, 온실가스,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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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DB 구축
| 김희종 |
본 연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

각각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 자료를 활용하여 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별, 구·

그 밖에 구·군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분석과 점·면

군별 배출량 DB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초지자체 단위의

오염원에 대한 공간분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고려한 대기질 관리 및 개선 정책의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CAPSS의 격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별 배출량 및 대형배출시설(1~3종 사업장)의 GIS/DB를 활용

첫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DB는 대기질 측정망을 통한 실측

하여 배출원 부문별 공간분포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지

치와 함께 기존 대기질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역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하여 지속

배출량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울산시 배출원 대

적으로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추이를

분류별 기준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기여도는 생산공정이

분석한다면 기존 대기환경정책의 효과적인 평가는 물론 새로운

3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제조업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4.6%, 유기용제 사용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둘째, 배출시설 사업장 수가 많아 4년을 주기로 조사되고 있는

별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31.2%, 황산화물 25.2% 그리고 질

중소규모 사업장(4~5종 사업장)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정기적

소산화물이 22.2% 순으로 질소산화물은 제조업 연소, 에너지산

인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국가 배출

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부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생

량 통계인 CAPSS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배출목록을 작

산공정 및 유기용제 사용 부문에서,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도로

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로 공단 인근 지역에 치우쳐 있는 대

이동오염원 부문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질 측정망을 남구와 북구 등 도심 내에 확충함으로써 지역적

2010년 기준 구·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남구가 울산시

특성에 따른 대기질 배경농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

전체 배출량의 51.1％를 차지하였고 울주군 31.3%, 동구 9.4%,

으로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은 기준대기오염물질(Cri-

북구 5.9%, 중구 2.4% 순으로 나타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teria Air Pollutants; CAPs)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

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영향으로 남구와 울주군의 배출량이 타

기화합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만을 대상으로 하

기초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주요 대기

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오염물질을 살펴본 결과, 남구와 동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Pollutants; HAPs)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므로 HAPs

중구는 일산화탄소가, 북구는 질소산화물이, 울주군은 황산화물

의 주요 배출원인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배출 현황조

이 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구와 울주군은 생

사 및 인벤토리 구축과 HAPs 전용 관측소 설치를 통한 상시

산공정 부문에서, 중구는 도로이동오염원 부문에서, 동구와 북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구는 유기용제 사용 부문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10년간 울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배출량이 2008년
전년도 대비 9.69%로 크게 감소하고 다시 2010년 전년도 대
비 6.02% 감소해 현재 연간 251,338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별로는 2010년 기준
일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전년도 대비 각각 1.0%와
19.8% 감소했지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암모니아는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06
2013. 1. ~ 2013. 10.
2013. 12, 160면
기준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 공간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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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심녹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김석택 |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키는 대안으로서

구축하고 가로수 식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1열의

도심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시

교목 가로수보다는 2열, 3열 이상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

관내의 도심녹지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

층에는 초본류를 조성하며, 관목류를 식재하여 자연에서

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볼 수 있는 다층식재가 되도록 함으로써, 도시 내에서도 소

울산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생태계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30일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되었고 공공녹지 중 대표적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심녹지 지역을 선정하여 총 9개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관리측면으로는 주요 식재수목의‘수형관리 매뉴얼’
을 작

실시하였다.

성하여 수형관리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가로수관리 교육시

울산시 가로녹지는 총 253개소, 녹지(완충, 경관, 연결)는

스템을 구축하는 등 건전한 수목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

총 507개소, 9,544천㎡가 있으며 도시공원은 총 541개소

고 도시수목으로 인한 피해의 평가·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로 40,045천㎡가 있다.

피해를 일으키는 수목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황조사 결과 조성적인 측면에서는 지중구조물과 넓은 불

또한, 신규 도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투자, 적정 크기 이

투수 포장 등으로 수목의 생육공간이 협소하였고 점토질

상의 성목 식재사업,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 유목의 갱신사

토양, 지하수 등 과다한 수분발생으로 인해 뿌리의 호흡을

업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가로수 분야에 대한

저해하는 등 수목생육환경이 불량하였으며, 상가지역의 입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전문인력 및 시스템 확보와 교육 프

간판, 차량의 주차 등으로 인한 가로수의 피해가 지속적으

로그램을 마련,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일원화를 통해 가로수

로 발생되고, 수목 보호 덮개가 없는 가로수의 경우 보행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의 답압에 노출되어 수분의 침투 및 토양의 통기부족으

제도측면으로는 8차로 이상의 도로 신설 시 중앙분리대의

로 수목생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로경관의 향상, 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수종 및 수량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

기오염 정화 등의 기존 가로수 기능에 시민들에게 흥미를

해 수종 선정 시 환경조건과 수목의 생리적 특성이 고려되

줄 수 있도록 가로수에 문화적 해석 및 역할이 부여되어야

지 않은 채 부적절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었고 수형관리 전

한다.

문 기술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가로수의 경관기능 발휘에

그 외 메세나 운동차원의‘도심녹지 후원제도’
를 활용하고

미흡하였다. 또한, 주민과 행정기관, 한전 등의 이해 대립

문화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으로 가로수관련 문제해결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고 수종
별 매년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또한
미흡하였다.
울산시 도심녹지 개선을 목표로 도심녹지의 조성측면, 관
리측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조성측면에서는 토양개량, 혼합식수대 설치, 통기·관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수목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종 선정 시
생육환경 측면, 경관향상 측면, 관리비용 절감 측면을 고려
하여 수종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수종 선정표 제작 및
보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협의회
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등 도심녹지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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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
활성화 제고 및 기부금
통합관리 방안
| 이경우 |
울산 민간 기부활동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복

(안)’개발,‘울산 기부금모금기관 정보공개시스템(안)’개

지공동모금회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회의 기부금

발을 통한 모금기관의 정보공개와 모니터링 강화,‘울산 재

액 중 개인기부가 총모금액 7,708백만 원의 29.7%에 지나

능기부은행(안)’운영,‘울산우리사랑 U 캠페인(안)
‘,‘울산

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과 운영단체 총괄 관

우리사랑 U마크(안)’
부착,
‘미워도 다시한번, 자원사랑협동

리기관 역시 부재인 상태이다.

조합(안)’
,‘나눔과 기부로 자라는 울산나무(안)’표시물품

이에 울산 개인기부금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개인기부금을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울산광역시 공익법인에서 파악된 울산광역시 공익법인 총
기부금 약1,072억 원 중 개인기부금은 약 339억 또는 396
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산에서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
의 기부금은 개인기부금인 2012년 2,289백만 원, 법인기
부금은 5,41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우선‘울산나눔기부지원협
의체’
를 구성하여, 해당 협의체에서 기부 관련 단체정보 포
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기부프로그램 개발, 모
금전문가 교육지원, 단체 간 연계 및 지역자원 개발, 조사
연구 및 데이터 구축,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지 등 울산광
역시의 기부금 운영, 관리, 모금활동에 관한 총괄관리를 담
당토록 하는 것이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와
지역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있으나,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단계에서‘울산공인정심사위원회’
를 두고, 공익법인의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울산공익법인감시단’
을‘울산나눔
기부지원협의체’
의 지원위원회로 지정토록 한다.
그리고 울산의 기부금인프라확충을 위한‘울산모금전문가
양성아카데미’
의 기획과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 관련연구기
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울산나눔기부지원협의
체’
는 두 부문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기부금 모금 및 프로그램개발팀은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부금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전략을 수립하였다.
대표적인 개인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울산 모금전문가 양성
아카데미(안)’마련, 온라인 기부프로그램‘울산 우리사랑

과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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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 박혜영 |
2013년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하고 있었다.

‘성폭력범죄’
의 법률학적 개념은 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별도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성범죄’
는 성폭력범죄를 포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에 대해 전문가들

함한 그 밖의 성 풍속에 관한 모든 성과 관련된 범죄를 포

의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심리적, 정서적 지원’
에

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성폭력의 광의의 개념은

대해 가장 크게 동의하고 있었다.

‘성범죄’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1, 2, 3순위별 정책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들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의 순위와 무관한 응답채택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범죄 발생 시 긴급한 구호

시설의 경우 법제도 구축 → 전반적인 재정지원 확대 → 종

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사자 전문성 향상과 열악한 시설, 공간 환경 개선 → 전문

있는 범죄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복귀가 원활하

인력 양성,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활성화, 프로그램 전문성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울산광역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 가

/다양성 확대,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능성을 지역 정책적 차원에서 조망하였다.

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적 조망

•생각이 바른 도시, 안전한 울산 : 대(對)시민사업의 질적

을 위해 동 주제와 관련된 ① 기존 통계 활용 ② 선행연구

향상과 대상 및 내용의 특성화

검토 그리고 ③ 지역사회 경찰, 공무원과 시설 및 상담소

•우수한 지원, 전문화 된 프로그램 그리고 종사자 역량 강화

종사 전문가 115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

•강한 개별 조직·체계적인 연대와 역할 분담 : 예산 및 기

하였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지역별 범죄분석 현황에 따르

관 독자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성

면, 2009 ~ 2011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은

•정책-주체-역할 교차를 통한 안전그물 짜기 : 안전문화

2009년 376건, 2010년 400건에 이어 2011년 408건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현재, 전국 45
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

협의회, 지역사회 안전그물망의 중심으로 활용
•서로의 안전을 봉사로 교환하는 세대간‘안전교환 자원
봉사’체계 마련

수 중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472건)의 신고접수 건

•지역차원의‘안전’
을 매개로 한 자원봉사의 세대(gener-

수가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지역 아동학대 및 아동의 안전

ation) 또는 세대(household)간 교환이 가능한 자원봉사

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를 마련함으로 마을 어른이 마을 아이의 안전을 체

지역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상담 또는 지원 내용의 양상에

크하고, 마을의 어린이가 어른의 안전을 확인하며, 퇴근

대해
‘가해자의 저 연령층으로의 확산’
(69.6%),
‘피해자의 저

길, 장보는 길 마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귀가와 이동을

연령층 확산’
(61.7%),
‘게임이나 대중매체, 영화, 영상물을 보

서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마을과 동네 차원의‘안전교환

고 따라하는 모방범죄의 증가’
(61.7%) 등 세 가지 항목에

자원봉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종류

대한 체감정도가 전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의 폭력과 범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해주

도 절반가량이
‘가해자 직업, 직종 다양화’
(49.6%),‘가족,

는 장치이자 삶의 질 향상의 근원이 될 것임

이웃 등 친분이 있는 면식자에 의한 피해 증가’
(44.3%) 등
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가해자와 피
해자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친분에 의한 범죄가 잦을 뿐
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대중매체가 성범죄
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체감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09
2013. 1. ~ 2013. 10.
2013. 12, 88면
성폭력, 여성아동안전망,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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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미술관 사례분석 연구
| 김상우 |
미술관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투여되기에 체계적

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울산만의 정체성을 미술관의 비전

이고 포괄적인 계획수립이 중요하다. 미술관의 효율적인

과 조직, 프로그램 속에 녹아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운영을 위해서는 타 시·도 미술관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의

타 시립미술관들의 조직과 운영의 장점들을 지속적으로 벤

장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울산시립미술관의 운영에 활

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건립된 전국의 주요 미술관의 건립 배경, 건립 과정,
운영 전략 등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한편, 울산시의 각종
여건을 분석하여 미술관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의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미술관들과의 차별화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술관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역의 시립미술관들은 처해진 현실과 새로운 방
향성을 함께 담은 지역만의 특색있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미술관 건축을 화려하게 짓기보다는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력과 조직부문은 미술관이 개관하기 이전에 확정
이 되어 있어야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타 시·도 시립미술관에 대한 사례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술관 건립과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미술
관 및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미술관장을 사전에 선정하여 미술관의 미래 청사진
을 그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작아도 특색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 건
축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울산시립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강화, 문
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젊고 능력 있는 전문인력의 초빙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젊고 능력있는 젊은 전문가를 통해 창조적인 전시들을 기
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미술관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미술관들 사이의 경쟁에서 울산만의 특수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10
2013. 1. ~ 2013. 10.
2013. 12, 76면
시립미술관, 지역정체성, 효율적미술관 운영

연구실적•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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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객 통계의
효율적인 산출 방안
연구
| 유영준, 이주영 |
본 연구는 울산의 관광객 통계를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활용하게 되면 별도의 조사 없이 거주지와 연령까지 조사할 수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첫째, 관광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다

넷째, 관광객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 울산에서는 아직까

른 지역(부산, 강원, 경남, 전북)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울

지 관광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울산 방문 관광객의 행태를

산의 관광객 통계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각 구·군의 공무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분기별로 관광지에

면담하여 작성 방법을 검토한다. 셋째, 울산의 관광객 수가 집

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관광코

계되고 있는 관광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간월산, 간절곶, 대

스 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분기별 관광지 설

왕암공원, 반구대 암각화 및 외고산 옹기마을을 사례로 하여 봄

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2년

과 가을에 관광객 통계를 직접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주기로 관광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객 행태의 변화뿐

통계 관련 법령(통계법, 관광진흥법)을 검토하였다.

만 아니라 관광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관광지 방문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관광객 통계

다섯째, 관광통계 담당 공무원을 전문직화해야 한다. 공무원들

산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한 부서에서 2~3년을 근무하면, 다

첫째, 관광지 방문객 수 통계 조사 횟수를 늘려야 한다. 관광지

른 부서로 옮겨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업무 파악에 시간을 소

방문객 통계조사는 월별 1회 조사를 2회 조사로 늘려야 예측치

비해야 하는데, 관광지 방문객 통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

를 현실화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월 1회 조사일의 날씨 상황

직이라면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 투자가 필요 없게 된다.

이 좋지 않거나, 설날·추석과 같은 장기 공휴일의 인접 주에

필요에 따라서는 통계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는 관광객 통계조

는 방문객 수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

사요원을 상설화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인을 일용직

이다.

조사자로 채용할 경우 동일 인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조사

둘째, 관광지 주차장의 주차 관리인을 활용해야 한다. 관광지의

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을 우려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통해 방문객 수 산출이 가능함으로 주

있다. 지속적으로 통계 조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 일용직

차 관리인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 단위

조사자라 할지라도 통계조사요원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로 통합됨으로써 자동차의 번호판을 통한 조사는 불가능하지

있다.

만, 주차된 자동차 수의 통계를 매일 또는 매시간 조사함으로

마지막으로, 관광통계 관련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관

써 방문객 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광지방문객보고통계조사」예산은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

셋째, 관광지 측정지점을 증가시켜야 한다. 방문객 수 측정이

지자체의 예산 배분(1:1:1 또는 0.4:0.3:0.3)으로 해결한다면, 각

되고 있지 않은 영남알프스 및 태화강 대공원 등에 무인계측기

각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다. 확보된 예산을

를 설치하여 시간별·일별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무인계측기를

통해 샘플링 조사를 실시할 경우 각각이 샘플링을 확보하는 것

설치할 경우 출입 통로가 많은 곳은 펜스 설치 등을 통한 출입

보다 2~3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서 관광통계의 효율성을 향

구의 제한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상시킬 수 있다.

중인「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
를 승인하는 통계청에서는 2013
년 통계부터 무인계측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무료관광지
의 방문객 통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집계 지점 주변의 이동통신사 기
지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이 방법을 검토 중1)에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자료를

1) 문화체육관광부, 2012, 관광지방문객 보고통계 개선방안 연구.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11
2013. 1. ~ 2013. 10.
2013. 12, 64면
방문객 통계조사, 무인계측기, CCTV, 관광객 실태조
사, 전문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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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울산역
확장 당위성 및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승길, 변일용 |
울산역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2010년 11월 개통

❷ 여객시설 규모에 따른 서비스 수준 측면

되어 개통 당시 이용객 수가 1일 8,500명에서 2013년 현재

현재 울산역 역사시설 규모를 바탕으로 여객시설인 콘코스

약 13,000명 수준으로 같은 시기에 개통된 오송역, 김천구

(대합실 포함)내 보행공간 및 대기공간에 대한 서비스수준

미역, 신경주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용객 수가 늘어

분석 결과, 주말은 서비스수준이 “C”
로 설계서비스수준

나고 있는 반면 이용객 수에 비해 역사시설규모가 오송역,

“B”
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콘코스 내 보행공

신경주역보다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간 및 대기공간에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래 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 산업

또한, AADT(연평균 일여객 수요), 평일, 주말 기준 모두

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과 같은 각종 개발계획 등을

2020년부터는 서비스 수준이“C”
~
“D”
로 나타나 설계서

감안한 장래 여객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현재 울산역의 역

비스수준“B”
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콘코스내

사규모 적정성을 판단한 후 울산역에 대한 확장방안을 제

보행공간 및 대기공간에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시하였다.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래 여객수요 증가에 따른 울산역 이
용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역사 증축이 필요

▶역사 확장 당위성

할 것으로 판단된다.

❶ 장래개발계획에 따른 여객수요 측면
장래 여객수요 예측은 국가교통DB상의 개발계획 반영유무

▶역사 확장 방안

에 따라 추가 개발계획 미반영 시와 반영 시로 구분하여

역사 확장 방안은 모든 추가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별로 여객수요를 예측하였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2의 2030년 기준 AADT, 평일, 주말 기준에 대한 역사증

변화가 없음을 기본전제로 하였다.

축 면적을 바탕으로 장래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한 증

•시나리오 1 : 청량율리보금자리주택, 가천지구택지개발사

축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기본적으로 지상 1층은 기존의

업, 진장물류단지개발사업(2단계) 반영

커튼월 방식으로 기존역사와 같은 높이의 콘코스를 계획하

•시나리오 2 : 시나리오1, 율동보금자리주택, 복합환승센터

고, 지상 2층은 환승데크와 연계되는 출입시설을 계획하여

개발계획, 전시컨벤션센터개발계획, 울산 산재모병원 반영

연결하되, 회의실이나 식당, 판매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

장래 여객수요 예측 결과, 추가개발계획 반영시 시나리오 1,

록 공간을 계획하였다.

2 모두 2020년에 여객수요가 2만 명을 초과 할 것으로 예

장래 여객수요 증가에 따른 증축면적은 AADT기준(대안 1)

상되었으며, 특히, 시나리오 2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여

은 1,332.2㎡, 평일기준(대안 2)은 1,443.5㎡로 현재 역사규

객수요가 2만 2천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모의 약 50%에 해당하는 증축면적이 필요하고, 주말기준

이는『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추가 기본계획 수립(김천KTX

(대안 3)은 2,962.6㎡로 현재 역사규모 만큼에 해당하는 증

역, 울산KTX역), 2004』시 예측된 2030년 기준 여객수요

축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략 사업비는 AADT

19,672명을 초과하는 것으로『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추가

기준(대안1)은 47.7억원, 평일기준(대안2)은 51.7억 원이 소

기본계획 수립(김천KTX역, 울산KTX역), 2004』
시 여객수

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주말기준(대안3)은 106.1억 원으

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재 울산역 역사시설 규모로는

로 평일기준(대안1)의 약 2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장래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래
여객수요 증가에 맞는 역사시설 규모를 갖추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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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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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울산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대책
| 임채현, 김석택 |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 유니온카바이드회사(UCIL)

영향범위로 예측하였다.

의 세빈공정에서 발생한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누출사

분석결과는 한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하였으므로 누출

고는 사망 2,500명, 부상 100,000명이 발생하는 인류 최

사고 접수 후 최초 출입통제선 구축 및 영향범위 내 주민

악의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기록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9

우선 소개에 한정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분석결

일 멕시코시티 탱크터미널에 있는 국영 페멕스사의 LPG

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8가지의 안전관리대책을 제안

저장소 폭발사고는 근접한 주거지역의 영향으로 500명이

하였다.

사망하고 7,000여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로 발전하였다.

첫째, 석유화학단지 정밀진단, 안전성 평가, 내진성능 평가

국내에도 2012년 9월 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 ㈜휴브글로

등 석유화학단지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기반 안전성 평가

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는 5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

실시

상자 뿐만아니라 농작물 212ha, 가축 4,015두 등 많은 인

둘째, 석유화학단지 사고 유형별 피해범위 및 영향 분석을

적물적 피해를 체감하며 정부 및 국민들이 화학사고에 대

통한 석유화학단지 사고피해 예측 및 지역주민 안전대책

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립

특히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조성되어 전국

셋째, 화학사고 뿐만아니라 방사능 사고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단지 부지면적 대비 53%, 저장 액체위험물의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52%, 유통 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명실상

and high-yield Explosive) 전문훈련장 건립

부 국내 최초·최대의 석유화학단지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넷째, 노후된 전력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송전선로 복선화

또한 석유화학단지의 성장과 함께 도시의 성장이 동반되어

및 지능형전력망(Smart Grid) 시스템 구축 등 석유화학단

단지와 주거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져 석유화학공단과 불과

지의 안정적 전력공급체계 구축

5㎞ 범위 내에 울산시민의 13%에 해당하는 14만 6천 명이

다섯째, 석유화학단지 뿐만 아니라 도시안전 전반에 대한

거주하고 있어 울산시민 75.4%가 석유화학단지 사고에 불

USN정보를 통합하는 Fail Safe 개념의 유해·위험성 감지

안을 느끼고 있다.

체계 및 통합방재 플랫폼 구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사고에서 가장 치명도가 높은

여섯째, 사고유형별 강도에 따른 피해영향에 집중한 위험

누출사고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59종(KOSHA GUIDE

성 기반 화학사고 단계별 대응매뉴얼 수립

P-91-2012)을 대상으로 미국 EPA에서 규제모델로 사용·

일곱번째, 정부3.0과 연계한 민·관 안전협의체 구성 및 안

권고한 대표적인 대기확산 모델인 AERMOD를 통한 모델

전문화조성

링으로 피해영향범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의 체계적인 조사 및 사고 재발방지를

분석대상은 울산광역시 전역의 수치지도를 그리드화한 지

위한 환류(Feed-Back)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화학사고

형을 기반으로 울산석유화학공단 및 온산공단 중앙지점을

조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지점으로 가정하고 2012년 울산
기상자료를 활용한 4계절의 평균기온, 평균풍속, 평균풍향
을 적용하였다.
대기안정도는 매우 안정적인“F”
급, 유출량은 2012ERG
소규모유출에 해당하는 200ℓ, 유출시간은 10분간 전량 유
출될 때 1시간 내에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의
ERPG-2(KOSHA GUIDE P-107-2012) 농도범위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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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권창기, 변일용, 이주영 |
도시의 균형발전이라함은 지역 내 거주하는 시민이 평등한

기개발지는 건축물의 노후화, 지역주민의 고령화, 기능의

도시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주

쇠퇴,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도

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시민이 균형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시기능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형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 발달과 시민의 추억 등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도시격차분석 지표를 경제적 격차지표, 물리적 환경 격차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재생 활성화를 통하여 신

지표, 행정역량 격차지표, 기회의 격차지표로 구분하였다.

개발지역과 차별화된 균형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중구 구

조사결과 재산세 및 지역내총생산, 노후주택비율, 보건분

도심 지역의 기능개선과 중·남구 일대의 노후주거지역 환

야, 지자체 재정규모, 교육 및 문화향유의 기회에서 지역간

경개선, 노후 산업단지 인근의 기능 재배치 및 정주기능 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

대, 농어촌 노후주택 관리 등 각각의 지역특성에 따른 차

도 부분에서는 교통여건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다. 특히 주민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격차와 도심지

넷째,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도시개발과 특화기능 부여를

와 농어촌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울주군 및 북구 일부지역

며, 지역격차 완화를 위하여 문화여건의 개선과 사회복지

에는 미개발지역이 기반시설의 확보없이 주택 및 공장이

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요구하였다.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자연을 훼손하는 등 비게획적 개발이

이러한 울산광역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하여는 첫째, 부도

자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와 기반

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

시설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획에서 1도심 4부도심 7지역 중심의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문화·관광, 산업연계기능, 물류수송 등 특화된 복합기능을

있으나 언양, 농소, 온양, 방어진의 4부도심 기능이 여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인구의 유입과 정책을 유

미약하고 1도심 의존적이다. 부도심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도할 수 있고 미개발지의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기대할

특징을 고려하여 여러 복합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수 있다.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도시균형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접근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도시균형발전은 도시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와 상관없이 도시서비스의 혜택을
균형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모와 형태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도
시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반시설의 공간적 균등 배치가 아닌 접근성의 균형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교통수단의 다변화아 도로망의 정
비 등을 통하여 교통 접근성의 향상이 요구된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과 무선 접속가능 기기의 공급 및
데이터의 공유, 교육 등을 통하여 세대 간, 지역 간 정보접
근성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셋째, 노후된 기개발지의 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후된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본과제 2013-14
2013. 1. ~ 2013. 10.
2013. 12, 66면
도시균형발전, 지역격차

연구실적
기획과제

기획과제는 연구원 자체과제로서 울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 종합적 연구과제입니다.
060 21C 울산의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061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울산의 대응방안(부제 : 고령친화형 일(일거리)·쉼(쉴거리)·
터(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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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울산의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권창기, 변일용, 이주영, 이경우, 김상우, 권태목, 김희종 |
울산은 지난 2007년 도시브랜드 가치가 14조 8,000억 원

원전 BOP산업 육성’
,‘울산지역산업의 그린화를 선도하는

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

산업으로 육성’
,‘친환경 저탄소 도시 이미지 제고’
, 지역

했으며, 특히 제조업 경쟁력 부문에서는 세계 및 아시아 주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 등을 제시하였다

요 경쟁도시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에 비해 교육, 문화, 사회복지,

•도시공간분야

생태환경 등은 많은 노력에 비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도시

‘울산 대표 상징공간의 형성 및 자원화’
,‘관문경관 조성

경쟁력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작년

을 통한 울산 브랜드 제고’
,‘Brown Field의 재창조 및 형

(2012년) 기획과제로 진행한 울산시민의 삶의질 관련한 연

성’
,‘수변경관의 활용과 가치창조화’
라는 4개의 큰 타이

구에서 울산시민의 삶의 질은 과거 15년에 비해 높은 변화

틀 속에 총 12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타 도시에 비해서는 미흡하
거나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의미에

•정주환경분야

서 21세기 울산의 미래 가치는 시민들이 보다 더 살기 좋

‘계획적 정주단지 조성’
,‘노후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관리’
,

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도

‘주택개발에 공공부문 역할강화’
라는 3가지의 경쟁력 강

시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울산의 대내·

화 방안 속에서 7개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외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문화예술분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경쟁력

‘산업문화유산의 가치 보존’
,‘산업문화자원의 활용’
,‘산

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며, 도시경쟁력 회복 사례를 조사

업문화자원의 국제화’
라는 3가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 속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울산의 도시경쟁력제

서 7개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고 방향을‘다양성’
,‘매력성’
,‘쾌적성’
,‘차별성’
,‘관계
성’
이라는 다섯 가지 가치를 통해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를 분야별로 적용하여‘다양한 산업경제’
,‘매력 넘치는 도

•사회네트워크 분야
‘지역민간의 재능교류, 울산 근로자, 은퇴자 지식의 지역자

시공간’
,‘쾌적한 정주환경’
,‘개성 넘치는 문화예술’
,‘긴

원화’
,‘공생을 위한 도시 내 공생 어메니티’
,‘교육, 직장

밀한 사회네트워크’
로 분야별 방향성을 설정하고 도시경쟁

을 위해 지역을 떠나야하는 차세대의 토착적 정체성과 향

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애·귀속성 강화’
,‘교육의 국제화, 산업기술분야 교육의

이러한 방향 속에서 분야별 제시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세계화를 통한 차세대 유입 가능성 증진’
,‘울산 속의 세
게문화,‘수용과 통합으로 다양성의 토착화’
라는 5가지의

•산업경제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속에서 6가지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으로서‘울산 지역산업의 그린

이렇게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화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
,‘울산지역을 첨단 미래자

울산의 지속적 도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글로벌 선도기지로 조성’
,‘IT와 ET
융화기술 보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조선해양산업 육성’
,‘울
산화학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육
성’등을 제시하였으며,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이라는 전략으로서‘울산 지역산업의 업종 다각화를 통한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획과제 2013-01
2013. 1. ~ 2013. 12.
2013. 12, 119면
도시경쟁력, 산업경제, 도시공간, 정주환경, 문화예술,
사회네트워크

연구실적•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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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울산의 대응방안 :
부제 : 고령친화형 일(일거리)·쉼(쉴거리)·터(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
| 이경우, 강영훈, 정길룡, 황진호, 이은규, 이재호, 김상우, 이윤형,
박혜영, 권창기, 변일용, 이주영, 권태목, 유영준, 김승길 |
고령화의 문제는 그 동안 저출산의 문제와 함께 1990년경

울산 전체산업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바로 울산의 생산력

에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어져 왔다.

이 감소함을 의미한 다 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적 변형으로

결과적으로 울산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마

인해 노동시장이 교란됨으로 인해 국가적 생산성이 약화되

련은 향후 울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마련

고, 동시에 경제활동인구의 축소와 부양인구층의 확대로

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고령인구의

인한 정부의 투자 측면의 재원축소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증가와 베이비부머들의 대거은퇴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급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중고령층에

중앙정부는 새로마지 플랜을 1차와 2차에 걸쳐 광범위한

적합한 일자리 확충,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퇴직한 고경력

범위에 걸쳐 향후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

전문기술인력활용, 퇴직전문인력과 청년아이디어융합방안,

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울산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자, 시간제 근로 등 근로형태 다양화,

광역시의 경우 그 동안 산업중심의 도시산업특성으로 인해

여성인력 및 외국인 인력활용 제고방안, 대기업과 중소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령화라는 사회

업 상생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정책등을 제안하였다.

적 문제의 위기의식 또는 대비책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가 비단 울산 만의 문제점이 아

그 동안 울산광역시의 정주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닌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의 추세임을 감안하였을 경우 고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낮아지고 노후를 울산에서 보내고자

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이 향후 새로운 먹거리산업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고, 또한 지난 날 울산 산업발전의

으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신세대

주인공이었던 베이비부머들의 대거 은퇴로 향후 타 지역보

고령층의 소비지출을 증대시키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다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쉽게 예

것을 제안하였다.

측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울산의 현재 고령화의 문제를 진단

성장의 걸림돌은 고령인구층으로 진입을 함과 동시에 고령

하고 이를 통하여 울산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구가 당면하게 되는‘소득단절’
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

문제점들을 전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울산이 직면하

한 개인의 소득단절의 문제를 넘어 지역내 내수소비가 축

게 될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소되고 이는 지역내 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

정책들을 발굴 및 제시하였다.

한 문제일 것이다. 그 동안 울산의 경제성장을 위한 내수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소비의 큰 손이었던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층의 감소로 인해 울산지역의 생산

한 그 동안 내수소비의 중심축이었던 40대와 50대의 비중

가능인구가 축소되고, 이는 울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 감소하면서 울산의 내수소보기 축소될 곳으로 전망이

위한 노동시장 수급의 불균형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되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울산지역신용보증을 활용한 주

있다. 울산 지역내 총생산의 큰 비중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택역보기지를 활용하여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제안하

대기업의 경우 외부의 인력유입의 용이함으로 인해 고령화

고 동시에 시니어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회적

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울산

경제 사업체에 고령자를 참여시켜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산업활동의 근간은 바로 중소기업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의 직접적인 소득보존대책이외에 고령층의 자립능력을 향

따라서 울산의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된다는 것은 현재도 인

상시키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시장에 공급

고령인구의 증가는 울산 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의 변화뿐

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일 될 것이며 이는

만 아니라 사회복지수요 및 문화여가수요도 동시에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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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이는 고령인구계층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형상임

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과 동시에 울산광역시가 그동안 이룩해온 경제성장의 결과

또한 고령가족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활

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일에 대한 수요보다는

동 및 여가생활 활성화 방안으로 구·군의 생활민원서비스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동시에 사회복

의 고령친화적 지원서비스의 다양화와 확대, 고령자 간 마

지수요의 증가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1998년 이후 한 번도

을공동체를 통한 마을 유아동 돌봄 체계구축지원, 고령자

놓쳐본 적이 없는 울산의 지역내 총생산 1위라는 명성은

부부 중심의 여가·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 만큼 울산시민의 문화 및 여가, 그리고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를 유발 시키는 시기적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구구조, 즉 충분한 생산가능인구가 중
심축이 되는 인구구조 하에서는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충
분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재정이 마련될 수 있으나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의 노동생산성약화는 지역소득을 위
축시키고 이는 울산광역시의 재원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 및 문화여가수요의 증가
로 인해 전망되는 문제점들과 노령가구의 문제, 그리고 지
방재정부담의 문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
응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는 고령계층의 증가와 울산 베이비부
머들의 은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대비한 정주를 위한 다
양한 복지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또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복지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예산 및 정책이 필
요성(3단계 복지정책 제공, 생애후반기 자립 기반을 위한
생애전환기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다층적 복지전달
체계의 점진적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은퇴 이후 단
순히 연금 또는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복지부담에 따른 사
회적 비용을 늘이기 보다는 고용연장 및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근로를 통해 노후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뉴시니어들의 문화와 여가에 대한 수요변화를 분석
하여 그 들에 맞는 문화여가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
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시니어관광객 전용 에코힐링센터
건립, 숙박시설 및 돌봄 여행상품 개선, 시니어 관광 전문
가이드 육성, 모셔가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고용행사와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연계, 노인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가족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기획과제 2013-02
2013. 1. ~ 2013. 12
2013. 12, 300면
고령화, 노인복지, 고령친화. 사회복지수요, 베이비부머

연구실적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연구원 자체과제로서 새로운 이슈·쟁점사항에 대한 단기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입니다.
064 울산광역시 행정·경영연수원 건립방안 연구 ● 065 동남권 광역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울산의 대응 전략 ● 066 울산시 주거지 생활권
도로 교통관리 개선방안 연구 ● 067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울산형 관광홍보전략 연구 ● 068 울산 국립화학방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 069 울산
광역시 1인가구 주거실태분석을 통한 1인가구 주택정책방안 연구 ● 070 울산광역시 복지재원분석 및 효율적 운용방안 ● 071 외국인 거주자의
공간적 입지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072 울산 자영업 현황과 지원정책 방향 ● 073 울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 적용방안 연구 ● 074 울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075 울산 사회복지지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076 울산
맞벌이가구 보육 욕구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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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행정·경영연수원
건립방안 연구
| 이재호, 변일용, 이경우, 김문연, 정현욱 |
울산광역시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독립적인 교육훈련

보인다.

운영체계가 없어 기본교육의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은 지역

울산광역시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양질의 인적자원

대학에 위탁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행하고 있고, 신

이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공무원 행정경영

규채용자과정은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 위탁 교육하며, 5급

연수원의 설립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지역

승진후보자교육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을 미래에 필요한 경쟁력 있

서 교육받고 있으며 전문교육은 공공기관(중앙부처, 중앙

는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산하 교육기관, 타 시·도 교육훈련기관), 민간기관(대
학교 및 민간단체)에 위탁 교육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2008년부터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변
화하고 있고,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들도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
요자들의 요구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운영
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울산을 제외한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훈련
체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교육원의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직접운영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는 부분적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 실
정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
한 것으로 풀이 된다.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교
육 내용을 개발하여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타
시도 공무원, 해외 공무원까지도 교육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 교육한다는 점을 착안
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 홍보라는 부가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요구된다.
교육수요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훈련에 있어 불
만족 이유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교육 내용
이며 전체 27.3%의 응답자가 불만족 이유로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교육환경으로 24.7%의 응답자들이 응답하였는데
이로써 교육 내용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은 행정경영연수
원 건립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정책과제 2012-10
2012. 7. ~ 2013. 1.
2013. 1, 106면
공무원교육, 행정경영연수원, 인적자원

연구실적•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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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광역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울산의 대응 전략
| 이재호, 권창기, 김문연, 이경우, 정현욱 |
동남권 광역행정체제는 효율성과 타당성 면에서 검증이 이

울산이 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5+2 광역경제권보다는

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

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도시권(10+α 중추

이고 나아가 울산이 과연 부산 및 경남과 광역체계로 묶일

도시권)을 설정하는 지역발전 논리(중추도시권 = 생활권 중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울산은 어

심의 대도시권)와 맥을 같이 하며 지역거점도시 중심으로

떤 형태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개의 도시권을 만드는 기본 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산과 경남지역 간에는 산업 연계성이 높은 반면, 울산은

울산광역권이라 할 수 있다.

부산과 경남과 그렇게 산업연계성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타 지역과의 산업연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용비중, 산업별 투입 구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울산은
부산 및 경남과 산업 연계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울산은 두 지역과 산업연계구조면에서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은 서비스업과의 연계수준을 보아도 동남권 지
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경북 및 대구지역까지도 연계
되고 있어 굳이 광역행정체제라는 틀을 통하여 통합하기보
다는 현재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업별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현재 부산 및 경남에서 주장하는 동남권 행정구역개편에
대상 지역을 시나리오별로 조합을 하여 규모경제지수의 변
화를 확인해 본 결과, 4가지 시나리오(울산+부산+경남),
(울산+경남), (울산+부산), (부산+경남)의 어떠한 조합도 울
산이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며, 거대
도시 형태의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울산은 경제적 효율성
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울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부산과 경남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의 인구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행정구역을 분리시키는 것이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울
산광역시 인근 경주 및 양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
로 주거 이동, 교통 및 생활권, 행정구역 개편 등 3개의 큰
카테고리를 나누고 11개의 중분류 문항 속에 28개 세부 항
목에 대하여 2011년 11월 15일에서 11월 28일까지 14일 간
설문조사 실시한 바에 따르면 울산지역 주민은 전체 응답
자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이 따로 필요치 않으며 현행을 유
지하자는 의견이 84%를 차지하여 압도적이다.
환동해에서 광역(경제)거점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정책과제 2012-11
2012. 7. ~ 2013. 1.
2013. 1, 128면
동남권 광역행정체제, 광역거점, 거점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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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거지 생활권
도로 교통관리 개선방안 연구
| 김승길 |
주거지 생활권 도로는 모든 통행의 시ㆍ종점이면서 통근, 통

는 도로 여유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골목단위의 녹

학, 아이들의 놀이터 역할을 하는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색주차마을 사업 확대, 주택가내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및

있어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학교, 공원 등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

공간이지만 자동차 소유와 이용이 급증하면서 차량주행과

등과 더불어 주차수요 관리측면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

주차공간으로 전락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하는데 위

검토,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다.

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주거지 생활권 도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용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도로 중에서 도로폭원이 13m 미

되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

만인 생활권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약 70% 이상이 발

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생활권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편

생하고 있고, 생활권 도로 중에서도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

사항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문가나 도로관리청

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6m 미만 도로에서 전체 생활권 도

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부터 시행, 사

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60% 이상이 발생하고 있

후 평가과정까지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대부분의 주거지 생활권 도로가 보도가 설치되지

다. 따라서, 주거지 생활권 도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민참

않은 보ㆍ차혼용도로로 보행공간 정비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여형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생활권 구역범위 및 경계 설정

불법점유물 등으로 인한 보행공간 잠식으로 보행쾌적성이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을 참

미흡하며,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 만연으로 화

여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ㆍ범죄ㆍ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구난 활동을 저해하는

마지막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주거지 생활권 도로의 교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선사업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사업과 보행량이

따라서, 주거지 생활권 도로의 교통관리를 주민들의 안전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보행우

하고 편리한 보행기능 회복과 함께 주차문제 해소를 통해

선구역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경우 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면적인 차원에서

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관점에서 개선이 주로 이루

주거지 생활권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어져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여 제시하였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생활권

첫째, 주거지 생활권 도로는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안전하

단위로 통합하여 주거지 생활권 도로의 특성에 맞는 맞춤

고 편리한 통행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주거지 생활권 도

형 진단을 통해 교통안전, 보행, 주차문제 해소 등 해당 생

로를 구역차원에서 30㎞/h 이하로 최고 속도를 규제하는

활권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인 개선계획 수립이

것이 필요하고, 교통량 억제, 속도 억제, 주차관리, 보행환

필요하다.

경개선 등을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인 과속방지턱, 노면요
철포장, 차도폭 좁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교차
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과 같은 물리적인 교통억제 기법의
도입을 통한 주거지 생활권 도로 운영 및 시설 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거지 생활권 도로 개선시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
라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정
책이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주차정책을 함께 고려한 교통관
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주차시설 공급측면에서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정책과제 2013-01
2013. 1. ~ 2013. 10.
2013. 12, 84면
생활권 도로, 주차정책, 교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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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울산형 관광홍보전략 연구
| 유영준, 이주영 |
가족 중심의 여가, 여가의 대중화·다양화·고급화, 일과 여가의 균

로 울산을 방문한 후‘생태도시, 해양도시’이미지가 커지는 점은

형, 자연친화형·체험형·동적인 여가의 증대 및 여가의 계절화·비

울산 관광홍보 방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울산이

계절화 등으로 여가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신 트

가까워서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임을 지인과 페이

렌드에 따른 맞춤형 울산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적이다.

둘째‘부울경 방문의 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블로거 활동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첫째 타 지역의 관광홍보 방법 및 현황

일년내내 공격적으로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및 인

을 살펴보았다. 둘째 홈페이지·방송 프로그램 출연 후 홍보·여행

터넷을 이용한 SNS 홍보가 대세인 요즘, 일정 기간만 블로거 활

박람회 및 관광전시회·SNS·현수막·터미널에서 행해지는 울산의

동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시 운영을 통해서 울산의 변화되는 모

관광홍보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울산 관내 10곳의 관광지를 방

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필요가 있다. 블로거의 연령층도 20~30

문한 관광객 및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하여‘울산의 관광홍보’
에

대 중심이 아니라 장년층 및 노년층 중에서 SNS에 관심이 많은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들을 선정하게 되면 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노익장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지역 사례 분석 결과

블로거의 활동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홍보되면서 간접효과도 창

관광홍보용 홈페이지에서 주제별 체험 프로그램을 전면에 부각시

출하게 된다.

켜 잠재관광객들에게 흥밋거리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

셋째, 전통적 구전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전술한 산술 방법과 같

행박람회 및 관광전시회에서도 각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홍

이 울산 시민 1명이 4인 가족 관광객을 분기별로 1회씩 초청할 경

보관 모형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주고

우 400만 명의 관광객 방문 효과가 만들어진다. 울산관광가이드

있다.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각적으로 지역의 관광

홈페이지나 울산누리 등을 통해 울산시민 중 타 지역 거주 관광객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벤트 참가를 유인함으로써 광고 효과

을 가장 많이 초청한 사례를 발굴하여 연말에 시상하게 되면 울산

를 높이고 있다.

시민 누구나 관광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울

둘째, 울산지역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분석 결과 몇몇 자치구에서

산 방문 후기를 게재한 관광객들의 게시글 중 가장 많은 댓글이나

는 URL을 지닌 별동의 문화관광 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리플이 달린 경우도 선발하여 표창하거나 울산관광기념품을 선물

렌터카·추천 관광코스·여행 후기·가격 할인·문화관광해설사 및

한다면 이들도 울산관광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날씨 등의 정보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 가족 및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울산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외국어 관광홈페이지는 내국인을 위

초청하는 팸투어를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한 홈페이지와 디자인 및 내용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게 되면, 이들이 울산에 대

드라마 촬영지는 그대로 방치하면 관광객들이 모르고 지나가기 때

한 우호적 구전효과를 창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

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포토존이나 포토스팟으로 활용하

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울산이 글로벌 도시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행박람회 등에 참가한 울산홍보관

외국과 전세기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울산을 찾은 외

에서는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내용을 전시하고, 울산의 특

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가정을 활용하는 것이 저비용 효율적인 방

성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잠재관광객을 유인하는 장소로 활

안이 될 수 있다.

용되어져야 한다. SNS는 이벤트 및 댓글 활성화를 위한 게시글
관리도 필요하다. 시각적 효과가 높은 장소(사거리·역·터미널)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시선을 유도해야 한다.
울산 관광지 10곳에서 실시한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방문 이전에
는 울산을‘산업도시’
로 인지하던 관광객들이 주로 지인의 추천으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정책과제 2013-02
2013. 1. ~ 2013. 10.
2013. 12, 76면
최신 트렌드, SNS, 구전 홍보, 광역연계상품 개발,
외국인 선호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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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립화학방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방안| 임채현, 김석택 |
지난 구미 불산누출사고는 2012년 9월 27일 15시43분 경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방안」
(2013.7.19, 안

북소방본부에서 누출 사고접수 후, 37분 후 구미시, 1시간

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소

15분 후 환경부에 상황이 전파되었고 3시간 48분 후에 국

방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6개 합동방재센터(시흥, 서산, 익

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구미시에 현장조치방안 정보가 제

산, 구미, 울산, 여수)를 운영하여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 사

공되었으며 7시간 47분이 경과 되어서야 불산탱크 유출이

업장 합동 지도·점검, 화학물질정보 공동 활용 등 화학사

차단되는 등 대응기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

고 예방·대비·대응·복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

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간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전문성

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 등으로 초동조치, 사고대응, 주민대피, 사고수습 등 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화학방재단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방위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를 추진하며 울산지역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3가지

실제 울산은 전국 유해화학물질의 1/3, 액체위험물의 절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이 저장·취급되는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

첫째, 울산은 국내 최초·최대의 석유화학단지 입지와 함께

고 있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이 높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월성과

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조직이

고리원전이 입지하고 있어 울산합동방재센터를 단순한 화

나 훈련장이 전무하고 국내에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

학사고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및 핵사고 등을 포함한

GS칼텍스만이 소규모 유류화재 대응 훈련장만을 구비하고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있어 울산뿐만 아니라 국내 12만 석유화학 종사자를 대상

and high-yield Explosive) 방재단으로의 육성 필요성을

으로 하는 화학방재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안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소 및 석유화학공단 사고는 각

둘째,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합동방재센터는 시흥,

81.8%, 74.4%의 시민들이 현재 불안하다는 답변을 보였으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 6개 지역에 정원 각 40명으

며 과거5년 전과의 비교에서도 원자력발전소 및 석유화학

로 지역별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공단 사고가 각 79.8%, 67.4%의 시민들이“위험해졌다”
는

있으나 울산은 전국 대비 부지면적의 53%, 액체위험물

답변을 보였고 향후5년 후에도 77.6%, 67.8%가“위험해

52%, 화학물질의 30% 이상이 유통되고 있어 상대적 위험

질 것이다”
는 답변을 보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이 높은 도시이므로 일률적인 인력 및 장비의 배치보다는

이 요구되고 있다.

취급되는 위험물질 및 지역여건 등, 위험성을 기반한 방재

또한“화학물질의 위험성이나 대처요령 등 교육을 받은 적

자원의 확보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없다”
가 91.4%로 거의 대부분

마지막으로 국내에 전무한 화학 및 원자력 사고 대응 훈련

의 시민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우리지역

장을 울산에 건립하여 국내 12만 석유화학종사자의 실질적

에 교육훈련장이 설립된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

인 훈련을 담당하고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적인 운전 및 안

는지”
에 대한 질문에“있다”
가 64.2%로 나타나 지역내 교

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CBRNE훈련장 건립을 제안하였다

육훈련장 설립의 필요성이나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그간 정부에서는 부처별 소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사각지대 등
예방체계의 문제와 화학사고 발생 시 기관별로 일사분란한
수습 등 대응체계의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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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1인가구
주거실태분석을 통한 1인가구
주택정책방안 연구
| 이주영 |
2000년 울산광역시의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13.9%였으나

체 종사자, 3~40대 도심업무지역 근로자, 도시거주 노년

2010년에는 20.7%로 급증하였으며,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층, 농어촌 거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층의 특성

자료를 보면,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의 28.4%에 이를

에 맞는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정비 전략을 제시하였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소비분야,
여가문화, 가족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를 야
기하고 있으며, 주택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은 3~4인 가족중심의 주택수요에 부합하는 규모 및 유형
을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민
주택규모 또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구가 기준이 되고 있
으며, 신규 주택의 공급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가족이 있거
나 결혼한 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1인가구에 대한 주
택공급의 배려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울산광역시 또한 1인가구의 주택수요에 부합하는 면적 및
입지지역의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원룸 형태의 주택은 주차장 및
주거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일조권의 확보 및 사생활 보호
가 어려워 정주여건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 등에 거주하는 1인가
구가 많아짐에 따라 1인가구의 정주여건은 더욱더 악화되
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광역시 1인가구 특성을 조사하여 타도시 및
타계층과 차별화되는 1인가구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는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도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울산광역시 1인가구를 세
부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주거실태 분석과 향
후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1인가구 수요에 부합하
는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울산광역시 1인가구는 제조업이 특화된 산업도시의 성격으
로 인하여 남성이 다소 많으며 3~40대의 비중이 높고 기
혼인 1인가구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1인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을 수요 중심형 주택
공급과 정주환경 조성, 주거 안정성 확보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으며, 1인가구를 세부적으로 학생계층, 산업단지 산업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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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복지재원분석
및 효율적 운용방안
| 이윤형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재정에도

둘째,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을 지역의 재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복지는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지방

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차등보조율제 도입이 필

재정의 건전성과 복지재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울

요하다.

산시의 복지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복지예산의 건전성 확

셋째, 또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보와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성과관리체계 혹은 품질관리평가를 도입하여 프로그램 사

점차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증가는 직접적으

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로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강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그 밖에 다양한 부처간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중복

기인하고 있다.

의 발생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수급자의 관리와 함께 소규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과중과

모다기능화를 통한 기능 보강성 재원의 절감노력이 필요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의 증가는 지방정

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활용을 통해

부의 가용재원을 잠식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최대한의 복지재원 누수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경직성을 증가시킨다.
향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적 복지사업을 지방정부
가 담당하는 경우,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욕구 수준으로 효
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을 최대한 제고하면서, 재원의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울산시의 전체예산은 약 34%
증가한 반면 복지예산은 동기간에 약 78.9%의 높은 증가
율을 기록하여 총예산의 증가율을 초과하였다.
기간별로는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전체예산은 줄어든
반면 복지예산은 2010년 24% 이상 증가하였고 2011년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지
고 있다.
울산시의 복지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약 5
천 5백억으로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
로 자체사업이 약 8백억, 분권교부세 사업이 7백9십억의
순이다.
울산시 복지재원의 효율성을 위해 첫째, 지방이양사업을
국고 환원함에 따라 지방이양된 재원의 증가가 복지욕구에
미치지 못함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문제
와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
원 확충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문제를 미연
에 방지해야 한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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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의
공간적 입지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정현욱, 김문연, 김상우 |
본 연구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기존

정요인 및 본 연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7개의 독립변수

선행연구의 시·군·구 단위의 공간분포 파악과는 달리, 울

를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산 거주 외국인 개개인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

의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조업 비중, 주택

동별 및 셀별 로 파악하고,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 결정요

수, 1인가구 수, 월세사글세의 비중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

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체적으로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1

특히 셀별 외국인 분포는 공간분석 단위를 일정단위 셀(1

인가구 및 월세사글세 비중이 높은 공단인근지역 및 노후

㎞×1㎞)로 설정하여 외국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주거지에 입지하는 경향으로 보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전체 혹은 국적별로 파악하여 행정동별 공간분포와 어떤

거주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였다. 셀별 공간분석은 외국인

따라서 외국인의 공간분포는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달리

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거결정요인도 국적

으며, 국적별 주거 결정 요인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 및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통

연계 설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합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정책은 결혼이민 혹은 다문화가

먼저,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정 등 특정 유형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전체의 34.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체류 목적별, 주거 특

다음으로 베트남 15.6%, 중국 8.2%, 스리랑카 5.2%의 순

성별 등 구체적 분석을 통해 여러 유형의 외국인들이 모두

으로 조사되었다. 국적별 공간분포(거주지)는 국적별로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종합적 정책이어야 추진되어

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 즉 종사직종과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체류자격이 공간분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국적별로 (행정
동별) 공간분포는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별 외국인분포는 외국인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
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 어
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외국인의 공간적 집중도를 파악하고자 행정동보다는 작고,
필지보다는 큰 공간단위를 설정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을
파악하여 공간적 군집과 분산여부를 분석하는 공간통계 분
석방법을 활용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행정동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외국인의 공간적 집중지역을 명확하
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외국인 밀집지
역의 조성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리 등 다양한 외국인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주거 입지 결정요인은 전체 외국인
수 및 국적별 외국인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행연구의 결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정책과제 2013-06
2013. 1. ~ 2013. 10.
2013. 12, 82면
외국인 거주자, 공간입지, 공간계량통계(Moran's I,
Getis-Or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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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영업 현황과
지원정책 방향
| 황진호 |
울산 자영업의 실태는 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주요 정책제언으로는 먼저 창업부터 사업 안정화 또는 휴

한 편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실정이다.

폐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토탈 케

왜냐하면, 울산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7

어’서비스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로 현장 컨

대 도시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

설팅을 활성화 시킨다. 그리고 자영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

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매우 커서

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

생계형 영세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득격차는 더욱

충하며 전문교육을 위한 위탁교육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경제에서 대체일자리를 발굴하

울산 자영업은 이미 창업 2년 뒤 절반 정도만 생존하는 것

며 자영업자 전업유도 전략으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의 전통서비스 업종에서 창업과 폐업(휴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은 청년실업 및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으로
자영업 시장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청년층 중 30세 연령
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창업 희망의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후에도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어 자영업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자영업 지원사업은 지방자지단체 및 유관기관들도
수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소상공인진흥원 산하 지역 소상공
인지원센터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울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주관
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나, 지역 자영업의 당면 애
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측면에서 중장기 정책을 구
상·집행하는 중핵기관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이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자영업 지원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지역차원에서 분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자
영업 정책과 지원사업을 조직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
책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자영업 시장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재기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단계별 전략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청년취업난, 베이비붐세대의 대량퇴직 등으
로 인한 자영업시장 유입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하
며, 시장진입 후에는 과당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자생
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장퇴출 단계에서
는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단계별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정책과제 2013-07
2013. 1. ~ 2013. 10.
2013. 12, 88면
자영업자, 창업, 베이비부머 세대, 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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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 적용방안 연구
| 변일용, 권태목 |
본 연구는 울산지역 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

영하여야 한다.

상으로 범죄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범죄예방 설계기법

셋째, 원도심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CPTED적용

을 제안하는 연구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5가지의 기법인 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등은 좁은 골목길과 높

연적인 감시, 접근의 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증대,

은 담장, 각종 사각지대로 인해 범죄에 취약해 질 수 밖에

유지관리 등을 적용하기 위해 범죄발생이 높은 울산의 주

없는 공간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

거지역을 조사·분석하여 발생원인의 분석과 함께 그 지역

고,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해

에 맞는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보자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울산의 범죄발생은 2011년에 37,855건으로 하루에 101건
의 범죄발생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강력범죄는 542건으
로 구분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영향으로
도로 통행이나 공원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특히 야간에는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
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대상(피해자), 장소(환경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
즉, 울산지역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기법(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을 수립하고
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울산시의 범죄발생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
해 시사점을 얻고,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통해 CPTED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 3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CPTED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
가 있다. CPTED 관련 조례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 수
립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범죄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구
성할 수 있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이 가능한 CPTED 디자인가
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설계단계는 건축물이나
구조물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설계에서도 관련 내용
을 반영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이고, 지
역의 특성 및 토지의 이용 목적 등에도 적절한 내용을 반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정책과제 2013-08
2013. 1. ~ 2013. 10.
2013. 12, 80면
범죄예방,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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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권태목, 변일용, 이주영 |
최근 노후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

을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울산의 정비구역관리가 필요

건축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

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우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주민들

수 있는 공공관리제도와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비사

의 갈등 등으로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업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공공이 기여하여야 할 것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

둘째로는, 매몰비용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비구역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짐과 동시에 사업지연에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진행하기 위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사업 찬반 주민간의 갈등,

한 방안이 될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도시 및 주거환경정

행위제한에 따른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한계 등 많은 문제

비기본계획’
을 수정할 시에 적극적인 정비(예정)구역 해제

점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

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등으

이 초래되고 있다.

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서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은 울산광역시 내 도시재정비사업에

제안하였다.

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내의 구체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인식
에서 울산 정비사업의 사업별, 지역별 진행현황을 파악하
고, 관련 문헌, 등의 분석과 이해관계자 등의 면담조사 등
을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과정상 나타나는 문
제점을 검토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사업지연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련자와의 면담 조사와 정비
(예정)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좀 더 명확히 도출하였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정비사업관련자와의 면담
결과, 주민과의 신뢰도회복이 가장 큰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엇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민설문조사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비사업 추진 이후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
에 빠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존 주
거지를 보호하는 형태의 재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기에 향후 정비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과 타 시·도의 선행적인 대응내용을 살펴보았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정책과제 2013-09
2013. 1. ~ 2013. 10.
2013. 12, 70면
도시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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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복지지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 이경우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지방자

것이다.

치단체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사업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1.2479로 전산업 평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회복지 관련 사

균인 1.27703보다는 낮지만, 전기기계 및 장치(1.2454), 음

업에 더하여, 신정부의 사회복지 지출확대 정책으로 인해

식점 및 숙박(1.2409), 교육서비스(1.1466) 등 보다는 높다.

울산광역시 본청과 자치구의 지출항목에 상당한 변화가 예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754로서 석탄및원

상된다.

유, 금속광속, 교육서비스, 부동산, 기타 사업서비스 다음으

제한된 재원과 증가하는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 부담에

로 높고, 고용유발계수는 29.2800으로 농산물, 임산물, 축

대한 정책대응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

산물, 수산가공품 다음으로 높다.

나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2022년 사회복지비 추계인 781,650백만 원이 울산광역시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확대를 단순히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내에 지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생산부문에서는 62,327

소비성 지출이라는 시각만을 고려하였을 때 거시적인 지역

백만 원, 부가가치 38,778백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

경제측면에서 경제파급효과의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밖

상되고, 고용부문에서는 22,885명의 취업 파급효과가 예

에 없다.

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울산의 전체 산업별 생산유발계
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분석하고 울산 경제
정책의 지역파급효과를 제시하였다.
울산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주력산업의 지역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타 산업과 같이
투자와 생산, 그리고 고용과 같이 거시적 선순환구조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울산의 주력산업의 세분류별 생산유발효과는 기초화학제
춤 1.78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768, 자동차 1.3950으로
전체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인 1.277보다 높다.
특히 주력산업의 후방연쇄효과와 전방연쇄효과는 기초화
학제품이 각각 1.401, 2.722, 자동차 1.092, 1.145 이고 석
유제품의 경우 전방연쇄효과가 3.107로 산업별 가장 높다.
따라서 울산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기
본으로 향후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지역재원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울산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의 울산
내 총생산비중, 총부가가치비중, 그리고 고용자수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타 지역대비 울산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
지하고 또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재원마련을 위해서 최우선적인 정책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정책과제 2013-10
2013. 1. ~ 2013. 10.
2013. 12, 76면
사회복지지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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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맞벌이가구 보육 욕구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
| 박혜영, 이영란 |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지원 정책의 공급으로 다양한 계

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층과 특수성을 갖는 모든 지역 영유아동들의 보·교육 수혜

‘집과 가까운 거리’
가 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와 모든 가족의‘일·가정 양립’
을 추구하기 위한 울산지역

‘기관에 대한 신뢰’
가 24.1%의 비율을 보였다.

보육정책 방안 연구를 위하여 동 연구에서는 중장기 보육
계획, 영유아보육법의 변화된 기조와 방향을 검토하였고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보육정책의 내용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극복, 생산가능인구의 부족과 함께 제기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되는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참여 및 경력단절 극복, 그리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육 :‘우리동네 할머니, 할아버

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일·가정 양립지원정책’등을 비

지’
프로젝트

교 분석하였다.

- 영유아플라자 역할 확대와 다각도의 이용 활성화

이어, 2012년 보육통계를 토대로 지역 보육현황을 검토하

- 다양한 보육정보 제공과 지원을 위한 : 직장맘지원센터,

였고 시민과 가족의‘일·가정 양립’및‘수준 높은 보육 서
비스 수혜’
를 위한 시민 의견조사를 하여 이들 제반의 검

부모교육프로그램, 보육코디네이터 양성
- 울산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

토와 분석을 토대로 지역 보육정책, 특히 맞벌이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역 보육정책의 과제와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울산 보육환경 및 맞벌이가구 보육실태 및 욕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 201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에 설치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총 893개소이며, 이를 설립주체별
나누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31개소, 사회복지법인어린
이집 13개소, 법인단체 어린이집 6개소, 민간어린이집 442
개소, 가정어린이집 387개소, 직장어린이집이 14개소인 것
으로 나타나 민간어린이집이 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 44.3%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11년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맞벌이 가구는 유배우
가구의 37.8%인 10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1만
가구가 맞벌이를 위해 가구주와 배우자가 떨어져 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자녀 중 첫 번째 미취학 아동
이 어떤 형태의 보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에서는 어
린이집에서 돌보아지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유치원 40.0% 친인척 보육 19.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친인척 보육으로 아동을 돌보는 비율은 19.0%
였고 친인척 보육 시 응답자 본인의 부모가 아동을 돌보아
주는 경우가 70.0%로 가장 많았고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여성가족정책센터 2013-01
2013. 1. ~ 2013. 10.
2013. 12, 80면
보육정책, 일·가족양립정책, 맞벌이가구

연구실적
수탁과제

수탁과제는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비용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078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 079 울산광역시 제4차 지역(신재생)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 080 동북아 오일허브 연관 울산 지식
서비스산업 연구용역 ● 081 범서구영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 082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평가 ● 083 울산상의
50년사 발간 ● 084 간절곶공원 내 유휴부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 085 울산공설화장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 ● 086 한글마을 조성사업
학술연구 용역 ● 087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연구용역 ● 088 친환경목욕탕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 089 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동·식물 생태환경조사 ● 090 2013년 울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 091 2012년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분석 ● 092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2년도 이행평가 ● 093 울주군 인력배치에 관한 조직진단 학술용역 ● 094 2030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 095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 096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 미래비전 2020 ●
097 기업과 함께하는 6070 이야기 ● 098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구조 고도화전략 연구 ● 099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연구용역 ● 100 울산하늘공원 건립기념 백서 발간용역 ● 101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102 울산광역시 치매노인 부양가
족의 사회서비스 욕구실태 및 서비스질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 103 2013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 104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 105 울산지역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퇴직욕구 조사 ● 106 간절곶공원 시설도입 타당성 용역 ● 107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 108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 개선방안 ● 109 울산야구장 수탁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 110 한국화학공정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한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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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김승길, 권태목 |
본 연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

6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사업은 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개

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

선분야 14개 사업(2조 6,494억 원), 연계물류체계 구축분야

기본계획으로 울산광역시의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해 물류

83개 사업(17조 6,928억 원), 지구단위 물류개선 계획분야

비 절감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물류체

2개 사업(5억 원),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7개사업(222

계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억 원), 물류체계 효율화 분야 9개 사업(120억 원), 친환경

울산광역시의 전체 산업대비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물류체계 구축분야 8개 사업(204억 원)을 제시하였다.

사업체 수 9.4%, 종사자 수 4.9%, 매출액 1.3%로 전국 평

특히, 세부추진사업에 있어서는 물류수송 도로망 구축을

균(사업체 수 10.3%, 종사자 수 5.6%, 매출액 3.4%)보다

위해 9×7네트워크형 간선도로망(남북 9축, 동서 7축)과 2

낮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활동 집적지로 화물물

개의 순환도로망 등 총 83개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을 제

동량이 많이 창출되나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도 기여도도

시하였고, 항만배후지역과 내륙교통 거점지역에 물류단지

낮으며, 화물운송의 대부분이 공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를 적극 조성하도록 하며,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및 휴게

실정이다.

소 설치 등 물류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이

또한, 장래 화물 물동량이 2012년 249,985천 톤에서 2022

와 함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화물 운송용 도로 및 시

년 328,379천 톤으로 약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설, 지역 내 물류인재 양성 아카데미 신설, 물류업무 전담

3대(자동차, 조선ㆍ해양, 석유화학)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부서 설치, 친환경 운송수단과 친환경 물류시설 도입 시범

력 강화, 환동해권 거점도시로 발전을 위한 물류기능 강화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를 위해‘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물류도시 울산’
이라는
비전하에 3대 목표, 6대 추진전략, 123개의 세부추진사업
을 계획하였다.
■ 비전
-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물류도시 울산
■ 3대목표
- 울산 산업발전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보
-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한 녹색물류체계 구축
■ 6대 추진전략
- 물류시설의 확충 및 기능개선
- 연계물류체계 구축
- 지구단위 물류개선계획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물류체계 효율화
-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2-08
2012. 5. ~ 2013. 5.
2013. 7, 480면
물류기본계획, 연계물류체계, 친환경 물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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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제4차 지역(신재생)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 이상현, 김석택 |
본 연구는 에너지기본법 제7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2,453

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울산시 에너지 사용과 활

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가 45,483백만 원

용실태를 분석하고, 실정에 맞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으로 31.9%, 시비가 52,466백만 원으로 36.8%, 기타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정계획

44,505백만 원으로 31.2%로 구성되었다.

이다.

향후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동

본 연구는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의 결과를 분석하고, 제1

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분야에 포함된 민자유치

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합리적 추진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분야에 집중되어 있으

계획을 수립하며, 저탄소 도시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며, 이것은 사업추진의 성격상 민자부담을 전제로하는 사

개발 및 에너지원별 공급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울산

업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확대 및 활성

시 에너지 관련 추진사업을 위한 행정지침서 역할을 목적

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으로 하였다.
지역에너지계획의 주요내용은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08∼’
(
12)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우리시 지역에너지 계
획의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
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과 부존에너지 자
원 이용 대책,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
책,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
약 방안 등이다.
울산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의 3대 비전은 저탄소 에너지
절약 도시구현, 친환경 에너지 사회 전환, 에너지 복지사회
구현이며, 온실가스 감축량,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그리고
에너지복지 지원 가구수를 3대 지표로 설정하였다.
설정 지표중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2,518천톤
CO2eq로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5년 까지
5.6%, 본 계획의 목표연도인 2017년에는 6.3%로 하였으
며, 에너지복지 지원 가구수는 2017년까지 2011년 1,327
지원가구수에서 4,508 가구수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
으로 계획하였다.
기존 국가계획과 울산광역시 관련계획, 그리고 울산광역시
담당부서와 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5대 정책
방향과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5대 정책방향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 미활용에너지
원 개발사용 대책,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등이며 총 41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2-13
2012. 7. ~ 2013 .2.
2013. 2, 236면
지역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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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연관
울산 지식서비스산업 연구용역
| 강영훈, 이은규 |
본 연구는 동북아 오일허브 출범 후 형성될 실물거래시장
과 관련한 금융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트레이
더 및 금융기관의 유치가 오일허브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
한 핵심전략이 될 것이다.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석유 및 제품유 관련 선물
및 현물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우선적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일허브와 관련한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관련 기업의 산업생태계를 찾아내고, 지식
정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을 하고자 한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세 가지 지식·정보 서비스 관련산업은 가격평가 사업과 트
레이딩 사업 그리고 에너지 경제·금융 연구기관이다. 주요
가격평가기관은 Platts, Argus, OPIS가 있으며 전 세계 원
유 및 오일제품가격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사(트레이딩 회사)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지
식정보서비스 사업에서 가격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역할과 정보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세
계 주요 오일 트레이딩 회사인 Vitol, Glencore, Trafigura,
Gunvor, Mercuria등이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은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
화를 위한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가
격정보 기관과 함께 또는 가격정보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 또는 전 세계에 에너지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CGES(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와 OIES(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가 있다.
따라서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은 먼저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 대한 홍보의 강화, 외국인투
자지역 지정 및 운영의 필요성, 가격평가기관의 가격에 대
한 시장반영을 위한 개선방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
라 확충, 금융클러스터 부지 및 공간 확보, 가격평가기관
업무협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2-15
2012. 8. ~ 2013. 1.
2013. 2, 62면
동북아 오일허브, 지식서비스산업, 석유가격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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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구영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
본 연구는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위치한 체육시설 용지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활동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

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도입가능한 시

설이다. 주차장의 확보는 시설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변 지

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역의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

구영리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결정과정과 시설입지에 대한

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논의가 지역 내 주민들간의 이해대립에 의해 시설결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시설결정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도입시설을 제시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수
렴과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
였다.
주민의견 수렴은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체육단체,
주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유사지역의 소음조사 등도 조사가 진행되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 육상레인이 설치된 축구장을 건설할 경
우와 실내체육관만 설치하는 경우 등이 가장 큰 결정사항
이었으며, 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도입기능을 제
시하였는데, 해당부지의 지질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 기초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의 부지 형상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입시설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여러 대안 중에서 실내체육관과 주민
복지증진센터, 청소년문화관 등 여러 기능을 도입할 수 있
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공원의 형태로 하도록 제
시하였다.
구체적인 최종 결정 내용으로는 첫째, 체육기능의 확대 둘
째, 문화복지기능 도입 셋째, 주차장 확보 등 3가지로 제시
하였다. 체육기능의 확대는 당초 제시된 사업에서는 실내
체육관만 제시되었으나 주민간담회를 거치면서 체육기능
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농구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등
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농구장, 족구장, 풋살경기장은
이용시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
여 소음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기능의 도입은 육
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확정되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
육정보센터 및 부설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하는 시설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하
나로「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2-16
2012. 9. ~ 2013. 2.
2013. 2, 110면
체육시설, 범서읍,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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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평가
| 황진호, 김상우, 김미경 |
울산과학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안으로 먼저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의

의회의 공동사업인「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목표값 설정이다. 성과지표의 목표값 설정 시 차기 사업의

을 2012학년도에 수행하였다. 상기 사업은 교육역량 우수

목표값 설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대학 사업인「산학융합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Global Ex-

할 것이다. 현실성 있는 목표값 설정을 위해서는 산출근거

pert 양성」
과 대학대표 브랜드 사업인「융합형 교육과정혁

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보다 더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신과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전략사업 전문인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경기전망을 비롯한 대내외

력 양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인 환경변화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전담조직

둘째, 직접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울산과학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단”
을 설치하였으며, 사

한다.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가운데 교육, 실험, 실습 기자

업단은 기획팀, 운영팀, 평가팀을 구성‧운영하였다. 대학대표

재 구입 사업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향

브랜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운영팀이 별도 구성되었다.

후에는 학생들의 취업역량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

연구진은 울산과학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세

업비의 확대가 필요하다.

부사업별 목표 달성 정도와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실태, 관

셋째 성과지표와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

리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업성과 평가, 그리고 개별 사

다. 청년실업이 심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취업능력 강화를

업의 성과지표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성과에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실행하고 성과지표 및 지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에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융합형 교육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는 취업능력지수, 전문

과정 혁신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가교육 활성화 지수, 학생만족도, 융합형 교육과정 혁신지

지표의 대체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

수, 산업수요 맞춤형 취업역량강화지수, 산학협력활성화 지
수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2012년도 사업추진 결과 6개 성과지표 중 학생 만족도와
융합형 교육과정 혁신 지수를 제외한 4개의 성과지표는 목
표값을 달성하였다. 특히, 현재값에서 산출된 목표값 상승
률보다 실제 달성값의 상승률이 현저하게 큰 성과지표는
‘산업수요 맞춤형 취업 역량 지수’
와‘전문가교육 활성화
지수’
로 나타났다.
학생만족도 지수는 목표값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는데, 세
부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 강의평가 결과도 목
표값을 소폭 미달하였다. 특히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복지시설 및 복지 프로그램과 취업 및 진로지원에 대한 만
족도가 타 부문보다는 여전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융합형 교육과정 혁신지수도 목표값을 달성하지 못하
였으며 세부지표 역시 모두 목표값에 미달하였다. 특히, 교
원역량 향상 비율과 기초학습능력 향상 비율이 목표값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2-17
2012. 10 ~ 2013. 2.
2013. 3, 90면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대표 브랜드사업,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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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50년사
발간
| 김석택, 강영훈, 변일용, 이은규, 임채현 |
2014년은 울산상공회의소가 설립(1964. 1. 6.)된 지 50주

를 바탕으로 울산상공회의소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

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 근대화를 일으

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울산상의의 미래’

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진력해 왔던 울산상의 역사와

를 제시하였다.

울산 경제사를 인문사회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도

부록에서는 울산상의 연표와 조직을 정리하였고,‘언론에

약을 위한 지표로 삼기 위해『울산상의 50년사』
를 발간하

비친 울산상의’
에서는 각 분야별로 울산상공회의소 관련

게 되었다.

기사를 정리하였다.

『울산상의 50년사』
는 크게 화보와 본문, 두 부분으로 편찬

『울산상의 50년사』
는 지역 경제사의 객관성과 역사적 가

되었다. 화보에서는 상공회의소 비전과 역대회장, 17대 현

치를 담아 저술된 자료집으로 울산 경제성장과 그 과정에

의원들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또한 상공회의소 운영 과정

서 상공회의소 역할을 부각하고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경

과 각 사업별 활동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제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울산이 산업도시로서 성공할

본문은‘들어가며’
와 제1~3편,‘부록’
으로 구성되어 있다.
‘들어가며’
는 울산상공회의소의 과거와 현재를 간략하게 정

수 있었던 요인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울산과 울산인의 위
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리하고 미래 울산상공회의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편 울산상의의 역사는 두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제
1장은 우리나라 상공업의 역사와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를
정리하였다. 제2장은 울산상공회의소의 설립과정부터 도약
기·성장기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2편 울산상의와 울산경제에서는 울산상공회의소의 역할
과 주요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다.‘제1장 울산상의의 역할’
에서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공업센터 조성·도시공간·
중소기업·노동·환경·체육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어떠한 역
할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제2장 울산상의 주요 사업’
에
서는 울산상공회의소의 주요 사업인 경영지원사업·회원 서
비스사업·건의 사업·조사연구사업·지역 지식재산 창출지
원사업·정보화 지원사업·국제협력사업·선진노사문화 조성
사업·홍보출판사업·공공지원사업·신성장 발굴사업 등을
정리하였다.
제3편 울산상의의 현안과 미래에서는 먼저 울산상의 창립
50주년 기념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울
산상공회의소의 활동 평가, 미래 울산상의의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울산상의 50년의 평
가’
를 통해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현안문제와 기업애로사
항 해결을 위해, 그리고 선진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정리하였다. 그리고‘울산상의 현주소’
에
서는 현재 울산상공회의소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았고 이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2-18
2012. 10 ~ 2013. 12.
2013. 12, 515면
울산상의, 상의역사, 울산경제, 현안과 미래, 언론에
비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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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공원 내 유휴부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
본 연구는 간절곶공원 내 유휴부지(야영장)에 대한 재검토
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간절곶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관광지로서의 관광효율을 높이고자 연구되었다. 간
절곶공원 내 야영장은 현재 불법건축물이 대량 입지하고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간절곶공원을 찾는 관광객에
불편과 간절곶에 대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간절곶다운 모습으로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
립하여 쾌적한 관광지로서 누구나 찾아오고 또 재방문을
계획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기본구상으로는 첫째, 간절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장소성
을 강조하였는데, 간절히 기원하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
는 의미를 갖는 간절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한반도 첫 일
출이라는 장소성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로
를 밝혀 주는 등대의 이미지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둘째,
주변 지역의 자원을 반영,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시하였는데, 주변 지역의 자원인 원자력발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 친환경 자
원으로서의 내용을 간절곶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셋째, 간
절곶의 의미, 공간의 명소화, 수익창출 등 3개의 아이템 적
용을 제시하였는데, 간절곶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절곶이 가지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장소성을 확
립한 공간으로 표현하고, 주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공
간을 새로운 자원으로서 명소화하고 이러한 명소화는 지역
주민에게 수익으로서 환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추진계획으로는 간절곶공원 전역에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임구에 주차장 확보를 강화하도록하되, 모든 방문객은 공
원 내를 도보로 접근하고 공원 내는 트램을 통해 이동하도
록 하였다. 또한 야영장에는 간절곶의 이미지에 어울릴 수
있는 정적이면서 휴식과 사색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계획되
었다. 해돋이의 명소인 간절곶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해
돋이 테마형 박물관을 운영하고 도서관과 카페를 혼합한
북카페 형식의 기능을 도입하였다. 또한 공원 내 순환노선
을 이용한 무궤도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지역주민의 경제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2-20
2012. 11. ~ 2013. 2.
2013. 2, 82면
간절곶공원,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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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설화장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
| 이주영, 권창기, 변일용, 권태목, 김승길, 유영준 |
2013년 3월 울산 하늘공원이 개장함에 따라 동구에 설치

즈존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도입시설로는 힐링공원, 산책

되어 있던 공설화장장이 폐쇄되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로, 교육연수원, 울산행정연수원, 보육 및 교육시설, 보육교

인근의 방어진 도시자연공원이 법규 개정으로 도시자연공

사지원시설, 어린이체험시설, 부모지원시설, 역사문화전시

원구역과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일부지역이 해제되어

관, 야외전시장, 전망공원을 제안하였다.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울
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이전부지와 방어진 도시자연공원 해
제지역에 대하여 동구의 미래비전과 주민요구에 부합하고
주변 지역의 입지조건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도입기능과
활용방안 및 기본구상 등 종합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본 과업의 목표이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이전적지의 의미, 지역 현황 및 여건
조사, 주민의견 조사, 도입기능 선정, 기본구상 및 기본계
획으로 제시되었다.
이전적지란 도시 내에 입지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
설이 도시 내 또는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기존 용도와
다른 타용도로 전환을 도모하는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도
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 등
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전적지의 개발기준은 기존 시
설의 특성과 경제적 기준에 따라 수익성과 공공성 중 어디
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그 도입기능이 설정된다. 본 연
구의 대상지는 공공시설 및 혐오시설의 이전이며 지역차원
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장소성을 확립하면서 지구차원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가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에서 토지자원의 합리적 활용이 필
요하며, 동구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시설을 결정하였다.
도입기능선정을 위하여 공공성, 주민 이용성, 기존 시설 장
소성, 기 결정시설, 연계성을 그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양
한 시설 검토후 도입 유형은 연수 관광 복합형, 문화 복지
형, 산업기능 지원형으로 제안하였으며, 기 입지가 결정된
시설과의 연계성 향상과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주변 지역
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수 관광 복합형으로 개발방향
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를 힐링공원존, 연수시설존, 복합문화존, 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2-21
2012. 11 ~ 2013. 5.
2013. 6, 75면
공설화장장 이전부지, 방어진공원해제지역, 이전적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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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마을 조성사업 학술연구
용역
| 권태목, 권창기, 변일용, 이주영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2동의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당 조성사업’
,‘외솔기념관 기능강화사업’
,‘학술대회 유

생가를 중심으로 한글과 외솔 최현배 선생을 주제로 하여

치’
,‘외솔선생일대기 공연작품화 사업’
,‘한글상징거리 조

마을 특성화를 통한 지역 대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성사업’
,‘외솔교 한글상징화사업’
,‘외솔탐방로 조성사

목적이다. 특히, 문화를 중구의 대표자원으로 표방하고 있

업’
,‘한글축제 주민참여 확대’
,‘주민협의체 외솔기념관

는 가운데 한글을 통한 문화상징성을 더욱 높이는 것 또한

운영참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랑방’
,‘사랑방 조성사

과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업’
,‘외솔생가 숙박체험시설화 사업’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왜 울산 중구에 한글마을을 조성해야 되는

2단계 목표에 따른 사업으로는 총 2개의 추진전략에 따라

지에 대한 당위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외솔 최현배 선

6개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은‘시티투어버스

생의 업적을 재조명함으로서 외솔 선생의 가치를 재인식할

’
도심역사노선
‘추가’
,‘울산 관문지역 외솔상징화 사업’
,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외솔 선생과 한글이 울산 중구의

‘문화관광지로서의 홍보강화’
,‘학회와 연계한 한글마을

대표자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상징화 사업’
,‘한글교육을 위한 유학생 유치’
,‘타 지역

외솔 선생의 일제강점기 시절부터의 행적을 명확히 정리하

한글특화지구와 연계’
를 제시하였다.

였으며, 광복 이후 한글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수행한 많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230억 원 규모의 예

은 업적을 정리·제시함으로써 외솔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증명하였다. 이러한 외솔 선생의 업적과 더불어 외솔 선생

한글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의 평소 생활모습을 담아내어 외솔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
도록 한글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이러한 외솔 선생의 정신을 투영시킬 병영마을에 대
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글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병
영로를 중심으로 간판 상황을 보면 외래어가 남용된 간판
이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 한글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골목길의 상황을 조사하여
특성 없는 골목길에 외솔 선생의 일생과 한글에 대한 정신
을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외솔 선생을 통한 지역의 정
비가 지역발전과 연관이 있을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설
문응답자 과반 이상이 외솔 선생과 한글을 통하여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황분석과 설문을 바탕으로 한글마을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단계를 나누어 총 18개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우선 1단계 목표에 따른 사업으로는 총 4개의 추진전략에
따라 12개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은‘외솔어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01
2013. 1. ~ 2013 .5.
2013. 5. 174면
한글마을, 외솔, 최현배, 어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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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연구용역
| 이재호, 강영훈, 김상우, 이경우, 이윤형, 박혜영, 변일용, 설은아 |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어 울산 시민들은 헌법상 보장하

사실이 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미 이

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지역적

광역시 및 산업수도로서의 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고등법원

으로 가장 넓게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원외재판부와 가사·청소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가

나아가 가정법원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의 문제를

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있도록 전국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가정법원을 전국적으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함은 울산시민으로 하여금 사법

로 설치할 때 그 조직체계 방안으로 본원급 법원에 가정법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원을 설립하고 각 지원에도 가정지원을 설립하는 방안, 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하였다. 사법 접근성에 대한 현실

울가정법원을 중심법원으로 하고 나머지 본원 소재지에 가

적 제한은 항소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권익과 삶의

정지원을 설립하는 방안,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본원급

질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 가정지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오늘날의 사회는 사회발전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이 중 2012년 법 개정으로 첫 번째 방안에 가장 근접한 안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이 실현된 것인데 그 어느 안에 따르더라도 울산은 반드시

전개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부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복지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요구와 함께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질
향상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양
질의 재판인력의 확보, 재판의 전문성 확보, 재판업무량의
적정성 확보, 재판운영상 국민의 기본권 존중을 드는데 울
산·양산 시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
러한 접근 방식은 예외가 아니다. 위의 네 가지 기준을 잣
대로 한다면 울산에 고등법원(원외재판부)과 가정법원을 설
치하는 것이 이런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방안이 된다
는 것임은 부연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2012년 3월의 가정지원 전국 확대조치는 획기적인
것으로 울산도 지방분권정책의 측면에서 고등법원(원외재
판부)과 가정법원의 설치는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사법서비스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법관의 전문성
이며 이 문제는 행정, 지적재산권, 조세, 사회, 노동 등 여
러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특히 가정문제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가정법원 관할의 가사, 가정보호, 청소년 문제들
은 일반적인 민·형사사건과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
야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세계
적으로 가족법(family law) 분야가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발
전하고 있고 이에 관한 법원체계가 독립 운영되고 있다는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02
2013. 1. ~ 2013. 7.
2013. 7, 167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가정법원, 사법서비스

88

Annual Report 2013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친환경목욕탕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 황진호, 이경우 |
친환경목욕탕의 주 수요권역 대상지역을 현대글로리아, 중

예상되는 장점은 지역 고용 확대, 수익의 지역 재분배(경제

산현대, 한라동아아파트로 축소하고, 15세 이상 점유인원을

선순환), 홍보의 효율성, 원활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꼽

기준으로 예상 수요인원을 산정한 결과 월간 이용횟수는

을 수 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단점은 조합원의 의사결정

6,125건, 1일 이용자 수는 245명으로 추정된다.

에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 공동출자 형태의 조직 운영과

친환경목욕탕의 적정요금은 주변 유사민간시설 수익에 부

창출된 수익이 기금으로 적립됨으로 인한 수익 극대화의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인 5,000원, 할인대상

비효율성, 그리고 친환경목욕탕 관리의 효율성이 다소 약

인원은 50% 할인한 2,5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하며,

화될 우려 등이 지적된다.

정기권의 할인율은 1개월 56%, 3개월 48%, 6개월 45.3%,
12개월은 43.3%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는 시중 유사규모의 목욕탕에서 실
제 발생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기타 경비는 사
무, 소모용품비, 통신비, 일반기계 유지보수비, 목욕용품비
등을 고려하였고, 시중 목욕탕에서 발생되는 기타경비를
조사하여 금액을 추정 산출하며, 부가가치세는 기타 경비
부분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10%를 적용하여 산출
한다.
친환경목욕시설의 운영인력을 4명으로 구성하며 팀장이 총
괄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운영 형태별 운영비용은 직영운
영에서는 약 2억 3천만 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민간운
영의 경우 인건비의 차이로 인해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할인대상인원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수지분
석을 한 결과, 직영의 경우 약 3천 2백만 원 정도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고, 민간위탁운영의 경우 약 4천 6백만 원
정도의 연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친환경 목욕탕의 운영조직을 마을기업으로 위탁하는 방안
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때 안전행정부나 북구청 자체 마
을기업의 선정 절차를 거쳐 마을기업에 위탁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대상 마을기업 선별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
한 충분한 홍보 및 설명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구청은 이미 자체 마을기업을 선별하여 운영 중에 있으
므로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친환경 목욕
탕을 마을기업(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시의 장단점을 고려
하여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친환경 목욕탕을 마을기업으로 운영할 경우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03
2013. 1. ~ 2013. 3.
2013. 3, 100면
공공시설 운영형태. 수지분석, 마을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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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동·식물 생태환경조사
| 이상현, 김석택 |
회야댐 상수원 지역은 1991년 약 6㎢ 보호구역이 지정되

식물은 60종인데, 조팝나무, 제비꽃, 금창초, 쇠뜨기, 지칭

었고 173,000㎡의 인공습지가 조성되어 지난 23년간 사람

개, 인동, 찔레나무, 쥐똥나무, 족제비싸리, 메꽃, 국수나무,

이 자유롭게 출압할 수 없는 도심속의 생태공간으로 다양

애기똥풀, 개여뀌, 연꽃, 줄, 애기부들, 노랑꽃창포, 노랑어

한 동·식물상이 고루 분포하여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

리연꽃, 갈대, 질경이택사, 좀개구리밥, 왕버들, 꽃창포, 뚜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상수원 보

껑덩굴 등 대부분 우리나라 야생화이다.

호구역내 동·식물 생태환경조사를 시행하여 서식 생물종의

또한 양서·파충류는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누룩뱀, 북미청

과학적인 보호방안 수립과 다양한 생태체험환경 조성을 위

거북, 도롱뇽 등 5종이 조사되었다.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조사를 통해 향후 태화강과 더불어 회야댐 생태

본 생태조사는 2013년 2월 1일~2013년 12월 20일까지 계

지역의 서식종들에 대한 자료화 작업을 진행하고 생태종별

절별로 총 8회를 조사하였고, 조사 항목은 포유류, 양서·

보존방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자료를 도감형태

파충류, 식물, 그리고 조류로 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생태

로 인쇄하여 울산관내 도서관, 학교, 언론기관, 등에 배포

도감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생태도시 울산을 홍보하는 교육용과 연구용으로 활용

회야댐 상수원 지역 생태조사 결과, 발견된 동식물은 100

할 계획이다.

종이며, 식물이 60종, 포유류가 5종, 양서 파충류가 5종,
그리고 조류가 30종이었다. 특히 환경부 멸종위기종이 4
종 발견되었는데, 태화강에서도 발견된 수달(Lutra lutra),
삵(Prionailurus bengalensis), 그리고 맹금류인 물수리
(Pandion haliaetus), 큰말똥가리(Buteo hemilisius)이다.
특히 조류중에 맹금류가 있다는 것은 먹이사슬이 최상위로
서 생태적으로 상당히 건강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로는 원앙(Aix galericulata)과 수달이 발
견되었는데, 수달은 천연기념물 330호이면서 멸종위기종
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
327호로 울산 태화강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겨울에 호수나
저수지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희귀조류이다.
한편 조류는 왜가리, 황로, 중대백로, 검은댕기해오라기, 원
앙, 흰뺨검둥오리, 비오리, 물수리, 큰말똥가리, 꼬마물떼새,
삑삑도요, 파랑새, 멧비둘기, 제비, 검은등할미새, 노랑할미
새, 밭종다리, 백할미새, 알락할미새, 직박구리, 때까치, 칡
때까치, 딱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 곤줄박이, 검은머리
방울새, 꾀꼬리, 큰부리까마귀, 까치 등 30종이 발견되었는
데, 대부분 흰뺨검둥오리, 꼬마물떼새, 비오리 등 겨울철새
가 많고, 직박구리나 파랑새같은 텃새들고 발견되었다. 이
들 새들은 멸종위기종 등급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대부분
멸종위기 관심등급의 종들이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04
2013. 2. ~ 2013. 12.
2014. 2, 120면
회야댐, 생태조사, 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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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울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 박혜영, 이영란, 이재호, 김상우, 이윤형 |
울산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성인지정책의 확산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가 포럼

위해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 6월부터

이 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특별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받아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

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청

석평가 및 성인지정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및 5개 구·군청의 담당관들과 함께 모든 사업을 검토하여

성평등 정책 구현을 목표로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청 성

대상과제를 발굴·선정하였다.

별영향분석평가제도 정착 촉진 및 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
인 지원과 울산광역시 현안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및 공무원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였으며 전문 컨설팅
을 통한 울산광역시 성인지 정책 추진으로 영역별 정책전
문가와 여성·가족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울산광역시
정책을 검토하고 제반 영역별 정책이 가지는 성인지적 요
인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이 현실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연구자-정책/행정전문가 간 협
의체계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013년 울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울산지역 정책, 여성
및 복지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여 울
산광역시 본청 및 5개 구·군청과 전문가, 성별영향분석평
가센터 매칭을 통한 밀착 컨설팅을 시행하였으며 구군별
공통과제를 발굴하고 부서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밀착교육
및 워크숍을 지원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는 자치법규 148개 과제, 계획 5
개 과제, 사업 216개 과제에 대한 1080회의 컨설팅을 지원
하였으며 65.0%의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성인지예산에 대
해서는 293개 과제에 대해 312회의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또한 컨설턴트 자체교육을 통한 컨설턴트 역량강화 및 전
문성 제고를 위해 총 4회의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지역 내
신규 컨설턴트 발굴 및 양성, 컨설턴트 간 멘토링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
사소통 기반의 컨설팅 필요에 따라 전문컨설팅 그룹을 구
성하여 추진하였고 각 구·군별 사업 분석 전담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컨설팅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법령 우수사례는‘울
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
동
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이 있으며 계획 우수사
례로는
‘제2차 울산시 공무원 인재양성 기본계획’
이 있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05
2013. 1. ~ 2013. 12.
2013. 12, 200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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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분석
| 황진호, 이은규 |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종합만족도는 학생 및 기업체 양측

할 것이다.

모두가 5점 척도 기준 4.0을 상회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적절한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를 설정할 때 개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기업체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도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간도 기업체의 요구를 충분히 반

운영의 적절성과 관련한 질문 중,‘지도교수의 현장방문지

영하여 정하되, 가능한 학기 중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

도는 학생들이 실습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와

진한다. 이때, 기업체는 현장실습의 경우 단기간의‘계절

‘실습과 관련된 학생/기업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한 편이다’항목이 다른 질문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제’
를, 인턴십 프로그램은 장기간의‘학기제’
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을 한 기업체나 기관에서 입사 제의 시 참여 학생

끝으로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 후 참여 학생의

의 취업 의향은 종합만족도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점으로

진로나 취업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보아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업에 적절한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2~4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은 선호하는 현장실습 유형은‘계
절제’
로 나타났으며, 한편, 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
수업과 병행하기 보다는 주5일 모두를 기업에서 실습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참여기업 모두 개선사
항에 대해‘진로나 취업과의 연계 방안’
이 필요하다는 응
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종합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
며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현장실습 프로그램과는 달리 프로
그램 참여 학생의 취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 취업
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업에 적절한 인턴십 참여 학생은 4명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기업이 선호하는 인턴십 유형은‘학기제’
로 나타
났다.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은 높은 종합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도출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우선, 현장방문지도는 참여 학생과 기업체의 요구 및 의견
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06
2013. 1. ~ 2013. 2.
2013. 2, 59면/58면
울산과학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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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2년도 이행평가
| 이상현, 김석택, 윤복영 |
환경부에서는「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두로 한우는 33두 증가하였고 가금은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에 근거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역개발

지목별 면적은 전체 15.53㎢ 중 전 0.37㎢, 답 0.75㎢, 임야

을 위해 오염물질 총량관리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13.61㎢, 대지 0.14㎢, 기타 0.66㎢으로 전망되었으나 이행평가

울산시에서도“낙동강수계법”
과“기본계획”및「낙동강수계오

시 실제 조사된 2012년 지목별 면적은 전 0.37㎢, 답 0.74㎢,

염총량관리기본방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울산광역시 울주

임야 13.61㎢, 대지 0.15㎢, 기타 0.66㎢으로 조사되었다.

군 밀양A, 밀양B 유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밀양B02 소유역(이천리)은 실제인구수는 전망한 인구수 보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수립되면「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

6인 적은 280인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물사용량은 전망한 물

지원등에관한법률」
과「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사용량보다 86.21㎥/일 많은 177.01㎥/일로 전망되었다. 축산사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

육두수의 경우 2012년 기준 한우 70두, 돼지 51두로 전망한 사

는 이행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육두수와 비교하여 한우는 증가하고 돼지는 감소하였다. 그리

따라서 본 과업의 목적은 2010년도에 수립된 울산광역시 울주

고 지목별 면적은 전체 28.52㎢ 중 전 0.66㎢, 답 0.14㎢, 임

군 밀양A, B유역의 시행계획에서 전망한 자료(2013년)를 2013

야 26.68㎢, 대지 0.18㎢, 기타 0.88㎢으로 전망되었으나 이행

년의 실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개발실적, 할당부하량, 삭감

평가시 실제 조사된 2012년 지목별 면적은 전 0.66㎢, 답 0.14

실적 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행계획에서 정한 허용치 준수

㎢, 임야 26.68㎢, 대지 0.18㎢, 기타 0.88㎢으로 조사되었다.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초과시에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오염원은 배출원별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와 이천리로 총 유

및 매립계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역면적은 44.05㎢ 이며, 오염총량관리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

분류하여 조사하고 부하량을 산정한다.

산소요구량(BOD), 총인(T-P)이다.

2012년 기준 울산광역시 밀양A 유역의 T-P 배출부하량은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의 말단지점과 시

2012년 연차별 할당부하량과 비교해 본 결과 점 할당부하량은

/군 경계지점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

준수하고 비점 할당부하량은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밀양A 단위유역의 T-P의 목표수질은 0.031㎎/L이며, 밀양B

2012년 울산광역시 밀양B 단위유역에서 시행계획해서 설정한

단위유역의 BOD, T-P의 목표수질은 각각 2.5, 0.074㎎/L이

할당부하량을 기준으로 BOD 배출부하량은 점, 비점 모두 초

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총량관리단위유역 말단지

과하였고, T-P 배출부하량은 점 할당부하량에서 초과하였고

점에서 조사한 평균 수질현황을 보면 밀양A 단위유역의 T-P

비점 할당부하량은 준수하였다.

의 평균수질은 0.038㎎/L이며, 밀양B 단위유역의 BOD, T-P

따라서 향후 과제 수행시 할당부하량 초과의 가장 큰 원인이

의 평균수질은 각각 1.8, 0.078㎎/L로 밀양A, B 단위유역 모두

되는 물사용량 대해 실측조사와 정화조 수거대장을 이용한 실

T-P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직접이송비를 적용한 물사용량을 조사하고 초과된 부하량

하지만 울산광역시와 인접한 울주군/양산시와 울주군/경주시

에 대해서 점‧비점 및 오염원 그룹 간 할당부하량 조정을 검토

의 경계지점 수질현황은 모두 목표수질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

할 필요가 있다.

사되었다.
오염부하량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인 2012년 기준 오염원을 조
사한 결과 밀양A01 소유역(소호리)은 실제 인구 수는 전망한
인구수 보다 9인 적은 409인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물사용량
은 전망한 물사용량보다 9.08㎥/일 적은 94.86㎥/일로 전망되
었다. 축산사육두수의 경우 2012년 기준 한우 161두, 가금 502

과제구분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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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수탁과제 2013-07
2013. 2. ~ 2013. 11.
2013. 11, 100면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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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인력배치에 관한
조직진단 학술용역
| 이재호, 이윤형 |
행정환경이 산업화로 변화됨에 따라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

한 교통행정행정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업무로

은 울주군의 경우, 개발 여지가 높다. 2012년 현재를 기준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도로교통과를 도로과

으로 울주군의 인구는 207,840명으로 전국 군 단위에서

(가칭)와 교통행정과(가칭)로 분리하여 도로행정, 도로보상,

최초로 인구 20만 명을 넘는 지역으로 계속적인 인구증가

도로시설, 도로관리를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교통행정, 교

가 예상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농복합

통지도, 교통과정, 특사경관리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담당

형도시로 하이테크벨리, 일반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할 필요성도 있다.

확충,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이라는 점과 울주군
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인 행정수요에 부합한 조직형태의 탈바꿈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미래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
하여 시설과를 전문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신설하여 전
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사업과(교육협력, 공공시설, 평생학습, 도서관, 신청사
건립)의 현재 영역은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생활체
육을 담당하는 문화담당과와 업무 연관의 비중이 높아 이
를 적절히 적절히 조정하면 시너지 효과와 함께 효율성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① 교육
협력, 평생학습, 군립도서관, 선바위도서관(신설)을 묶는 평
생교육과, ② 관광시설(신설), 공공시설(신설), 공공건축(일
부변경), 신청사 건립을 묶는 공공시설과, ③ 문화예술, 문
화재(신설), 관광진흥, 생활체육을 묶는 문화관광과를 내용
으로 하는 공공시설과를 신설하여 미래비전 추진단 소관으
로 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의 욕구와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더
욱 강조되고 있고 현재의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현재
의 효율성(E=1)에 비해 향후 상당한 업무과중이 예상되는
조직으로 가족복지과(가칭)를 신설하여 업무를 분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가칭)를 신설하여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생활지
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전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
여성, 청소년 및 드림스타트 업무를 여성가족과(가칭)로 이전
하며 외국인정책업무(신설)를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교통소통, 대중교통, 주차시설과 관련

과제구분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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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수탁과제 2013-10
2013. 2. ~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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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배치, 조직진단, 업무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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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 강영훈, 이은규, 변일용, 이재호, 김상우, 정현욱,
이윤형, 이주영, 김희종, 김승길, 임채현, 유진현 |
국내외적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도농복합도시인 울주

을 제시하고 있으며, 6대 분야별 발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군은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불균형과 울주군 내 지역 간

사업계획안과 함께 사업의 단기, 중기 및 장기의 단계별 추

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게다가 양

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산, 기장, 경주 등 인접 도시들의 발전과 함께 이들과의 경

마지막으로 2030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

쟁도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울주군의 여건변화를 확

을 위하여 7대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하고 대내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울주군만의 차별
적인 방안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적 창조경제 활성화와 광역시의 창조도시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서 지역의 내재적 자원을 활용하는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한편 도농복합도시인 울주군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KTX역,
하이테크밸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입지로 산업용지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넓은 가용면적에 따
른 향후 높은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수립
된 울산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도 확보할 필요성에 따
라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동 발전계획의 특성은 분야별계획 및 권역별계획으로 나누
고 울주군 내부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마
다의 개발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부, 남부, 서부
3개의 세부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목표와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계획은 울주군 중장기 발전 분야
를 크게 경제산업분야, 도시기반인프라분야, 생태환경분야,
도시안전분야, 문화관광분야, 사회복지 6개 분야로 통합 조
정하여 목표, 발전방향 및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
및 분야별 목표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울주군 행정
구역 내부 여건분석, 울주군과 기존시가지의 관계 그리고
울주군과 주변도시간 광역적인 측면의 공간적·기능적 관
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에 처음으로 안전
분야를 포함시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전 및 석유화
학공단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30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풍요롭게 생활하고, 창의
롭게 기업하는 행복 울주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공간적 발전계획에서는 3개 권역별 공간적 연계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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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3-11
2013. 2. ~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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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 이재호, 강영훈, 이윤형, 이경우 |
2013년 5월 16일부터 2013년 5월 24일까지 현지 평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2013년(2012년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등 2개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과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을 파악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율적 경영효율화와 책임성
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혁신 도모하
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경영평가편람의 평가지표별 평가방
법 파악, 지방공기업 평가 편람 등에서 제시하는 평가지표
별 평가방법, 측정산식, 조작적 정의, 가중치 등 구체적 내
용에 따라 평가를 실시, 경영평가 제도개선 및 개선사항 도
출하여 사업유형별·기업규모별 분석, 사업별 평가, 잘된 부
문 및 미흡한 부문, 사업부문별 평가점수 현황 등을 포함
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이에 평가단 구성과 사업특성
상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책임연구원을 두어 평
가를 실시, 경영평가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2013년(2012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울산광역시 2개 시
설관리공단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전년도 비
교하여 평균 점수가 크게 악화된 유형은 없었으며 2개 시
설 관리공단의 평균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2개 기관 모두
고객만족도 점수가 향상되는 등 대외적으로 안정화되어 있
으며, 대내적으로도 리더십/전략, 조직관리 등의 경영시스
템을 잘 운영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었다.
평균점수로 볼 때 울산광역시 2개 시설관리공단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별도의 경영진단 등은 필
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성과 가운데 고객만족도 점수는 평균 9.07점(10점 만
점)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0.17점 높
아진 것으로 2개 기관의 고객만족 노력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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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 2013. 8.
2013. 8, 308면
지방공기업, 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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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 미래비전 2020
| 강영훈, 이은규, 유진현 |
글로벌 경제불황의 확대 및 심화, 지역내 산업계의 양극화

하게 지속가능 운용배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삼화 및 지역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저소득층 및 자영업의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최

어려움 가중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하여 금융지원

우수 신용보증재단, 최고의 신용보증이란 비전하에서 적극

의 사각지대로 내물리는 자영업자는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적인 정책방향과 보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 종사자를

먼저 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출연금의 확충, 대위변제율의

위한 금융지원이나 중간매개조직을 통한 신용보증을 기반

관리방안 효율화 그리고 기타 수익창출 방안으로 제한된

으로 한 금융기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범위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운영을 부동산투자 등을 통하

전담할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여 임대료 수입 창출 등과 같은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음

층과 자영업 종사자를 저렴한 금융권내로 이들을 유치함으

으로 소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인력 및 조직관리분야에서는

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금융지원을 통한 시장참여로 유

정규직원의 확충, 감사부서와 채권관리부의 신설을 통한

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직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 역할에 취해 있는 신용보증기관
이 안정적인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
소득층과 자영업 종사자의 항구적인 관리업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울산신보재단의 미래비전
2020에서는 신용기관의 안정적 대위변제율의 유지를 위한
전략과 기관의 안정적 자산확보의 필요성 및 신용기관의
건전한 유지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검토해보
고자 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2000년 7월 업무개시 이래 2012년
현재까지 보증공급 기준 총 45,087개 업체에 1조86억 원
을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보증잔액 기준 13,869개 업체에
225,603백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소
상공인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순으로 보증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소상공인 보증비율이 낮
은 제조업, 건설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의 향후 신용보증 수요 전망에 따른 지속
가능 운용배수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운용배수의 결과 대
위변제율, 즉 보증잔액 대비 구상채권의 비율을 2%로 가
정하였을 경우 3년간 평균기준으로 12.2배이고, 6년간 평
균기준으로는 9.8배로 추정되며, 대위변제율을 증가시킬
경우, 즉 보증위험성을 6%까지 상승시킨 결과 3년간 평균
기준으로 4.2배이고, 6년간 평균기준으로는 3.3배로 급격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15
2013. 3. ~ 2013. 6.
2013. 7, 163면
신용보증, 지속가능 운영배수, 보증재단의 추가적 수
익창출 및 발전방안

연구실적•수탁과제

97

기업과 함께하는
6070 이야기
| 김석택, 이경희 |
1962년 이후 울산은 급속한 변화와 산업 발전의 과정을 겪

와 기업,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그들

었으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의 중심지로 성

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장하였다. 울산의 변화과정을 목격하고 산업의 주체로 참여

기업별 자료조사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근무한 기업을 중심

한 이들이 있다. 이들은 울산 출신의 노동자들로, 울산에서

으로 조사하였다. 울산공업화와 산업단지 조성, 울산소재

태어났거나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울산으로

기업체 현황 등을 정리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근무한 기

이주하여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울산의 변화과정을

업들에 관하여 현장 방문, 관련 책자 조사, 홈페이지 조사

몸으로 체험한 존재들로 이들이 어떤 산업화의 과정을 경

등을 통하여 각 기업의 연혁, 관련 사진, 국가기록원 자료

험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등을 조사하였다.

1960~1970년대부터 울산의 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현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근로자들의 생활모

재에는 정년퇴임에 임박해 있거나 퇴임한 사람들을 대상으

습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로 하였다. 이들은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인 영남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해 산업도시 속에서의 근로자 생활을

화학(현 동부팜한농), 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 동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도시민속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박물

양나이론(현 효성), 석유화학지원공단(현 한주), 태광산업,

관 상설전 및 특별전 관련 테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한국비료공업(현 삼성정밀화학),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

한 울산의 스토리텔링을 구현함으로써 울산과 울산인의 위

근무하였다.

상을 높일 수도 있다.

울산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
은 울산 기업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린 근로자
들의 노고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과 함께 성장한 이들의 활
동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조사하였다.
먼저 면담자 조사는 각 분야별로 총 9명의 근로자들을 선
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한 강인형(1948
년생)·최기만(1948년생), 석유화학지원공단에 근무한 권창
헌(1954년생), 한국비료공업에 근무한 김영찬(1950년생),
영남화학에 근무한 김재구(1955년생), 동양나이론에 근무
한 김철수(1954년생), 태광산업에 근무한 박공석(1934년
생), 현대중공업에 근무한 서남조(1940년생), 대한석유공사
에 근무한 이상달(1934년생)이다. 인터뷰 대상자 1명당 2시
간을 기준으로 구술 녹취를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2회에
걸쳐 나눠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근무시간, 월급 변화, 여
가생활, 업무 내용 등 이들이 기업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근무복, 월급봉투, 근무사진,
직원 출입증, 상장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의 근무 생
활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16
2013. 3. ~ 2013. 9.
2013. 9, 198면
노동자, 인터뷰, 생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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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구조
고도화전략 연구
| 강영훈, 황진호, 이은규, 이경우 |
울산광역시 남구는 지난 50년간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

정책 총 57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

화학 및 석유정재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

음과 같은 것이 있다.

면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였다.

•제조업 연계형 비즈니스서비스 육성 •융복합형 지식서

울산지역 산업에서 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가

비스산업 미니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아웃소싱

가치기준으로 84.3%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산업에 대한 의

촉진을 통한 남구 비즈니스서비스 기업 활용도 제고 •우

존도가 높고, 남구의 경우도 울산지역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혁신도시를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 •비즈니

제조업 비중이 60.7%로 특히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의존도

스서비스산업의 R&D사업 및 품질인증사업 지원 •국제금

가 높고, 울산광역시에서 남구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융센터 또는 국제무역센터 건립사업 •IT융합 육성을 위한

31.4%로 울산지역 산업의 1/3이 남구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종합계획 수립 •분야별 IT융합 클러스터 지구 조성 •산

그러나 최근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의

학융합지구를 활용한 IT융합 촉진 •오일허브 관련 IT융합

생산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남구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중심의 야간

의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은 단순정제산업이

관광상품개발 •고래바다여행선 관광노선확대 •해안 또

라는 한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울산전체 총부가가치에서

는 수변을 활용한 관광산업 확대 •관광트렌드에 대응하는

석유정제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3.7%에서

테마 캠핑장 구축 •
‘하늘지붕, 울산캠핑 페스티벌(가칭)’

2009년 15.6%로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개최 •장생포‘고래고래, 주말시장(안)’운영 •울산항 및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밀화학산업을 2013년부터

울산만, 태화강의 효율적 활용 •요트 서비스업 육성 •해

시작되는 신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함으로서 남구의 주력

양레저 Info-Map 개발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국가적·지역적 산
업정책이 마련되었다.
이에 남구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구성 다각화의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구가 제조업 분야의 고도화
를 통한 지역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구
지역이 가진 자연 및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연
관서비스업, IT 관련 산업 및 관광산업, 해양레저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을 개발 및 지역산업으로 육성해
야 한다.
따라서 남구의 체계적인 정책적·행정적 지원과 공감대 형
성이 필요하고, 향후 산업구조고도화 및 다각화 정책을 통
하여 남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구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미래 산업발전 전략 제시하고, 남
구의 지리적인 이점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타 자치
구와 차별화된 전략을 4개의 산업부문(비즈니스서비스산
업, IT융합산업, 관광산업, 해양레저산업)과 각 산업부문별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17
2013. 3. ~ 2013. 10.
2013. 10, 365면
산업구조고도화, LQ, RLP, 관광산업,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IT융합산업, 해양레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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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연구용역
| 박혜영, 이영란, 이재호, 김상우, 이윤형, 임채현 |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물리적·심리

정책과제1. 지원의 순환적 체계구축과 자원간 연계망 구축

적 삶의 토대이자 개인으로부터 사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지원주체 간 연계망 구축 및 수혜자간 연계망 구축, 참

주요 준거(準據)라 할 수 있는‘가족’환경과‘가족’
에 대
한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기본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식기

여형 정책, 자립 및 생활형 안전망
•자원봉사와 바우처 서비스 간 생애주기적서비스별 교환
체계 구축

반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다양한 사회변화는‘분배와
발전’
,‘균형과 성장’
이라는 요구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구

정책과제2.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수혜자 중심 정책설계

성원들의 새로운 역할, 다른 가치관의 수요 및 필요가 점차

•생애주기별 일-가정양립지원 체계의 종합 점검, 정책지

극대화되어‘여성정책’
,‘가족정책’즉‘여성가족정책’
의

원 체계 및 수혜 현황 파악과 성과점검이 가능한 관리

정책적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 가고 있다.

체계 마련 필요

동 연구의 목적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기관장 및 여성임원 채

적인 변화가 지역사회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검토하고 시

용과 승진목표제의 현실적인 연차별 추진 목표 제시와

민들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울산광역시 여

성과점검 체계 마련

성가족정책의 방향정립과 세부 정책수립의 근거 확보의 일
환이며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포괄하거나 별도로 조망함

정책과제3. 양성평등과 여성가족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은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를 검토하

의 감시, 개선자 : 성인지교육-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모니

고, 변화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터링 운영

과 궁극적으로 이들 변화가 긍정적인 지역사회 발전의 동
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과제4.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따라서 동 연구는 ① 문헌연구(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학
술 문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서 등) ② 국가 및
지역통계와 울산광역시 성인지통계를 활용한 여성가족정
책 통계 활용 그리고 ③ 시민과 관련 종사전문가의 의견수
렴을 위한 설문조사의 세 가지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먼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의미와 두 정책의 종합적 추
진의 필요성을 정책 환경 변화와 더불어 살펴보고, 다음으
로 울산광역시의 여성과 가족 의 현황 및 환경을 토대로
한 지역 정책의 주요 과제의 지점을 살펴보았고 이어, 시
민과 여성가족 지원을 수행중인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적 요구와 개선 및 보완점을 중심으로 향후 울산광
역시 여성가족정책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정
주도시 울산’
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18
2013. 3. ~ 2013. 12.
2013. 12, 150면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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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건립기념 백서
발간용역
| 이재호, 김상우, 이윤형, 박혜영, 임채현, 손일주 |
울산광역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장례방식의 수요와 지역

울산하늘공원은 최첨단 유해물질 방지시스템 도입 설치와

주민들의 다양한 장사문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함은

울산하늘공원을 조성하여 2013년 3월 개원을 추진하였다.

물론 장사시설의 경영수익 사업 운영권을 제공함에 따라

매장 위주 장묘문화가 국토의 묘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수익은 물론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장사시설

우려와 더불어 2001년 개정된「장사등에관한법률」
의 취지

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

를 반영하여 울산광역시의 장사시설 수립 계획에 따라 추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

진된 울산하늘공원이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과 더불어 시설

고 있다.

의 현대화를 통한 심미적 효과와 함께 화장중심의 장사문
화의 추이를 반영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여 개원함에 따라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
를 기념하기 위하여 백서를 발간하였다.
울산하늘공원 기념백서 발간은 신뢰성 및 객관성 있는 자
료를 바탕으로 울산하늘공원에 대한 건립 과정 및 향후 방
향까지를 포괄하는 제반 사항을 수록하여 울산하늘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이해를 돕고 자료를 명확히 남기기
위하여 해당 내용에 포함될 사항에 대한 자료의 설명을 수
록하고 통계 및 예측 등을 통한 미래 방향까지 담았다.
사진화보와 함께 장사문화의 이해, 울산하늘공원의 주요
이슈와 배경, 울산하늘공원 건립 과정, 울산하늘공원 사용
료 도출 과정, 울산하늘공원의 운영과 관리, 울산하늘공원
이용객 설문 조사 결과, 울산하늘공원 의의와 추진 방향 등
총 8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된 백서 발간으로 세계 최첨단
친환경 명품 추모공원인 울산하늘공원은 대한민국 장례시
설 혁신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충분
히 알리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유치신청
으로 종합장사시설 부지를 선정한 것은 행정 편의적 사고
에서 벗어난 치밀한 계획 수립과 공익의 당위성만 앞세워
주민의 반대를 무조건 이기주의로 몰아 부치는 관행에서
탈피하고,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통한 정책설명, 주민이 피
부에 와 닿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시, 인식전환을 위한 홍
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행정과 주민이 지역의 발전이라
는 대승적 차원에서 종합장사시설 설치의 공감대를 형성하
고“내 집 옆에는 안된다”
는 님비현상을 극복한 사례가 되
었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19
2013. 4. ~ 2013. 12.
2013. 12, 420면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 건립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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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유영준, 권창기, 변일용, 이주영, 황진호, 권태목 |
본 연구는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연

해양레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오로는 접근성 개선,

도별 육성계획 등 울주군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종

해양레저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상설화, 산학관 협력체계

합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구축, 해양레저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Sea Organ 조성,

이를 위해 해양레저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증가하는 해양

수변경관 정비, Seaside Sky Bike 설치, 숙박단지 조성,

레저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해양레저스포츠

Art Factory 조성, 해양레저 Info Map & App 개발, 해양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 휴양지 조성 등 해양

레저장비산업단지 조성, 해양레저산업기술지원센터 건립

레저도시로서의 성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등을 추천하였다.

울산의 구·군 중 관광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은 곳이

울주 관광자원과의 연계 사업으로는 간절곶 힐링공원 조

울주군이며, 울산을 대표하는 12경 중 8경이 울주군에 분

성, 무궤도 관광열차 운행, 진하자연공원 연계, Zip-Line

포하고 있다.

Towe 및 번지점프장 조성, 서생포왜성과 만호진성과의 연

특히 울주군의 관광지 중 간절곶과 진하해수욕장을 중심으

계, 해양힐링도서관의 건립 등이 필요하다.

로 한 울주군 동해안은 해양레저 활동 중심지로서의 역할
이 커지고 있다.
또한 울주군은 2007년부터 울산컵 PWA 진하 세계 윈드
서핑대회, 2009년부터 진하 세계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2012년부터 울주군수 배 진하 전국 윈드서핑대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선
정되었다.
이런 특징을 지닌 울주군 배후도시에는 3개의 광역시와 6
개의 시가 위치하고 있어, 2015년 배후도시의 인구 수는 9
백만 면으로 예상되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예측해 보
면 2015년에 진하마리나와 리조트가 완공될 경우 이 곳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해양레저 관광객은 1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다 같이 즐기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해양레저스
포츠 메카, 울주”
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및 연인, 그리고 친구 등과 다 같이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하고 해양레저 설비 보수까지 가능하
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해양레저 거점 육성, 둘째 해양레저 기반
조성, 셋째 울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전략으로 제시하였
다.
해양레저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전국 해양스포
츠제전 개최, 서생 대송항 요트계류장 조성, 해양레포츠센
터 건립, 진하국제마리나항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20
2013. 4. ~ 2013. 11.
2013. 11, 147면
울주, 해양레저스포츠 메카, 해양레저 거점 육성,
해양레저 기반 조성, 관광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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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사회서비스 욕구실태 및
서비스질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 이윤형, 이재호, 박혜영, 설은아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질 향상방안과 부양가

도 역시 급증하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

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나라 치매 환자 추정치가 53만을 넘어서 매년 3만 명씩 빠

실천전략 제시하였다.

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77만 명으로

넷째, 치매환자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선행연구, 부

1.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등을 문헌을 통

울산의 경우도 2012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8.3만 명

해 먼저 분석하고 제공기관의 현황과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으로, 울산광역시 인구 중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울산의

욕구, 울산시민의 치매 관련 인식과 서비스 욕구 등을 설

노인인구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7.4% 인구의 9.08% 정

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도를 치매인구로 추정하여 예상 치매노인인구는 약 7,700
명으로 추정되고 추정인구의 38% 정도만 보건소에 등록되
어 있으며 대부분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변화, 핵가족과 개인주의화 등으로 인
해 가족 내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었고 따라서 부양문제가
치매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어
치매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치매환자와 그 부양가족을 위한 실태조
사나 종합적인 대책수립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지역사
회 내의 치매환자를 지역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의 부양가족들까지 서비스 대상자로서 포괄적으로 접
근하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종합대책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울산을 조사지역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그 부양가족 및 일
반시민의 치매서비스욕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치매환
자와 그 부양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그 지원방
안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환자가족들의 서비스 욕구와 부양가족이 당면하고 있
는 부양실태와 부양부담 등 현황을 파악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울산형 치매
서비스 제공방안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
민·관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치매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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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3-22
2013. 5. ~ 2013. 12.
2013. 12, 3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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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 박혜영, 이영란, 이재호, 이윤형, 임채현 |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이란 신문, 잡지, 영화, TV와

자 등 지역 내 역량있는 모니터링 요원을 공개 모집하여

같은 매체가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전달하는 정보와 사

총 3개팀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울산발전연구원 내에서 실

상 가운데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언어 및 폭력성 등 성

시한 오프라인 현장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

불평등적인 요소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교육을 수료한 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말한다. 대중매체는 현실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2013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은 한국양성평등교육

사회구조 속에서 이를 재구성(reconstruct)하고 있어 대중

진흥원 남부센터의 요청에 따라 지상파 KBS1·2, MBC,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과 사상은 현실을 구성하는 주도적인

SBS 3개 방송과 함께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가

3개 방송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으로 다양한 TV채널을 대

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며 이는 여성과 남성의

상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였고 신문매체에 대한 모니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현실의 삶에

터링 요구에 대해 모니터링 도구 개발과 실제 지역신문에

서는 여성의 역할과 삶의 양식이 변화하고 양성평등한 사

대한 모니터링으로 남부권역 5개 일간지에 대해 양성평등

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대중매체 속의 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성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여성을 불평

더불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영향력 강화로 포털사이트

등한 성역할에 매어 두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각인시키고

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절감, 최초로 3개 포털사이

있는 것이다.

트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정하고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양

접할 수 있는 기사, 광고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대중매체

또한 남부지역의 양성평등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양성평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였고 남부지역의 양성평

등 문화확산을 위해 간담회, 토론회, 청소년 대상 교육, 포

등 모니터링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

럼 등을 개최하였고 울산애니원고등학교와 함께 대중매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는‘2013년 대중매체 양성평

양성평등에 관한 웹툰을 제작하였다.

등 모니터링 사업’
의 사업수행기관을 공모, 심사를 통해 울
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선정되었다. 이에 여성
가족정책센터는 중범위(Middle Range)에 속하는 울산광
역시 도시 규모에 근거한 지역사회의 밀착성과 집중성을
적극 활용, 미디어 모니터링과 분석비평을 통하여 지역 양
성평등문화에 대한 이슈와 지역민의 관심, 새로운 공동체
문화 창출을 위해‘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에 참
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사업으
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바른 성의식과 차이를 존중하는 평등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재구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그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모니터링단은 언론 및
미디어 관련 전공 또는 종사자, 여성가족 관련 기관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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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 이주영, 권창기, 변일용, 권태목, 김승길, 유영준 |
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은 대왕암근린공원 내에 위치하

능을 추가하였다.

고 있으나, 교육연수원은 근린공원의 입지가능시설에 부적

세부도입시설은 교육기능 수행을 위한 강의실, 분임실, 세

합하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조성 기본계획에서 교육연수원

미나실, 강당 등과 편의기능을 위한 휴게실, 보건실, 모유

은 청소년 문화원의 교양시설로의 기능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유실, 아기놀이방, 지원기능의 도서관, 식당, 회의실, 여

이에 따라 교육연수원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가기능의 산책로, 녹지, 주민문화기능의 북카페, 전망카페,

또한 1971년 건축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건물이 1976년

강당, 도서관 등을 제시하였다.

대왕암근린공원이 지정될 당시 함께 공원부지에 포함되어

시설개발은 대상지 개발밀도 규제를 고려하여 건축물 규모

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공원기능과 동선계획, 시설확충에

수요에 부합되는 최소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고 경사 및 표

한계가 있으며, 친해양시설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대왕

고 등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외부주차장

암근린공원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왕암

및 진입도로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근린공원의 공원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연수시설에 부합하

향후 2014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통하

는 적정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동

여 2016년 교육연수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구의 의견에 따라 이전이 결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재정분석과 재원조달능
력, 사업추진기간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육연수원 이전의 필요
성, 교육연수원 이전 타당성 분석, 교육연수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투·융자사업 심사기준 검토이다.
교육연수원 이전의 타당성은 규모 및 세부시설의 타당성,
입지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향
후 교육연수원 시설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련 법규의
검토,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타 시·도 사례분석을 통하여 교육연수원의 유형은 강의 중
심형, 숙박기능 복합형, 타 기능 연계형 중 광역시에 위치
한 지역여건과 합숙을 동반하지 않는 교육을 시행하는 강
의여건을 고려하여 숙박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강의 중심형
으로 결정하였다. 입지지역 인근에 울산과학대학이 입지하
고 있고 동구에서 추진 중인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을 고
려하여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부지는 강의를 중심으로 한
기능만을 부여하고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통하여 타 기능
을 연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발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구지역의 공공시설로써의 기능부여와 공공
시설 이전적지임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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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퇴직욕구 조사
| 이윤형, 이재호 |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베이비붐세대
퇴직 예정자들의 퇴직 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울산시민의 은퇴와 노후대책 부족은 향후
울산시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
해 퇴직자의 경제활동기반 마련과 퇴직자들의 욕구를 반영
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울산
지역의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거주 베이비붐세대로 대기업 종
사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 각각 100명으로 총 20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울산시 베이비붐세대
의 일반적 사항과 현재 울산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의 퇴직인식에 관한 사항, 퇴직준비에 관한 사항과 베이비
붐세대 퇴직 전·후 욕구 분석 등이다.
결과로 퇴직 시 예상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퇴직 후 원하는 평
균소득은 대기업 종사자는 평균 371.9만 원을 원하였고 중
소기업 종사자는 평균 238.26만 원을 적정 월평균 소득이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퇴직 예정자들이 취미와 여가 및 봉사활동
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세대들의 경제적 활동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중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25
2013. 5. ~ 2013. 6.
2013. 6. 59면
베이비 붐 세대, 퇴직욕구, 퇴직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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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공원 시설도입
타당성 용역
|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유영준, 김승길, 강지희 |
본 연구는 한반도 내의 첫 일출 장소이면서 매년 160만

명 달성하도록 제시하였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간절곶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 명소인 간절곶공원 주변의

공원을 보다 더 정적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

면서 중심 공간, 정적 공간, 동적 공간, 서비스 공간으로 크

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절곶공원의 방문객을 위해 다양

게 4개의 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심 공간은 간절곶 등

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으로서 확장의 필요성과

대를 중심으로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위성, 그리고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정적인 공간은 도서관, 박물관을 제시하여 사색과 휴식을

간절곶공원은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근린공원으로 시설

위한 공간으로 하였고, 동적 공간은 국도31호선에 근접하

결정이 되었고, 2005년에 간절곶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여 회의장과 공연장을, 서비스 공간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2008년, 2011년에 조성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또한 간절곶

공원 내에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제

공원 주변은 대부분 수변경관지구로 형성되어 있어 개발

시하였다.

제약이 많은 지역이다.
간절곶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곳’
이라는 의미로 받
아들여지고 있는데, 간절곶의 원래 의미인 간절(艮絶)은 글
자의 의미대로‘어긋난 것을 끊는다’
라는 의미이지만, 대
부분의 사람들이 간절(懇切)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
에 간절(懇切)은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
고 지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간절곶을 설명하는 단어로서는“소망,
기원, 정적, 사색”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간절
곶공원에 적용하여 어느 지역보다 정적이면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간절곶공원 확장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간절곶공원의 의미 재해석을 통한 위상 제고의 필
요성이며, 둘째는 공원의 여유부지 부족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공원의 시설설치율이 28.6%로 법적기준(40%)에 미
치지 못하지만 야영장, 주차장, 도로 등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이들 시설이 설치되면 더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여
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셋째, 주변지역의 개발과 여건변화
인데, 국도31호선(장안~온산) 확장사업과 기장읍의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을 둘 수 있다. 넷째, 공원 입구의 이미지 훼
손 증가인데, 공원 주출입구 주변환경의 혼잡과 토지 소유
자의 외지인 비율 증가, 대중교통 이용률 저조 등이 그 이
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절곶공원의 확장 당위성을 토대로“간절곶, 바다
힐링명소”
라는 비전을 두고 2023년 목표 방문객을 250만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26
2013. 5. ~ 2013. 11.
2013. 12, 126면
간절곶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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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 박혜영, 이영란, 이재호, 김상우, 이윤형, 김문연, 정현욱, 임채현 |
1960년대 국가 전략도시로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

관련 세부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 활성화를

을 위한 외부인구의 극적인 유입을 겪어온 울산광역시는

위한 지원, 중앙 및 지역 단위 여성가족 관련 사업 운영(인

산업과 생산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과 생태도시로

큐베이팅 중심),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제도 추진 지

시민과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하고 쾌적한 정주

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이며 주요 연구영역은 ①

인프라를 구비하게 되었다.

여성과 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연구 ② 여성인력개

산업도시 51년, 광역시 16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광역시는

발 지원정책 연구 ③ 여성 권익신장과 대표성 향상 ④ 여

이러한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라는 세계적인 인구 환경변

성가족복지 ⑤ 지역공동체와 여성발전 ⑥ 지역 여성가족정

화를 맞이하여 젊은 도시·국가 산업기지로서의 특성에 따

책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 방안 연구 등이다.

른 지역사회 인구와 가족구조의 특징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정책

과제들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나가는 시점에 있다.

연구기관 설립 전략 및 단기운영 전략, 중장기 조직 운영

동 연구는 울산광역시 가족과 여성의 정책의 전문성을 담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보하는 중추기관으로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지역 전문
가·기관·단체를 비롯한 중심 주체의 전문성 배가와 지평확
대를 위한 정보의 중심, 지식과 활력의 집적지가 될 수 있
는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 전담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
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 전담연구기관’
설립 방안 도출을
위해 동 연구에서는 3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여성가족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사회 환경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기존
통계 활용(국가 및 지역통계, 울산광역시 성인지통계 및 설
문조사 결과 통계 등) 분석하였고 반(半)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전문가 의견조사 : 여성가족정책 관련 국내 전문가
(타 지역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및 타 시·도 여
성정책 전문기관 방문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 2009년‘여성가족정책개발원(가칭)’
의 설립이 필요하
다고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었던, 울산지역 여성계의
의견과 목소리를 36명의 지역 여성리더의 목소리를 통하
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여성가족정책 전담연구기관이 수행하게 될 주요 영역은 울
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 울산광역시 성인지정책
통계 생산 및 구축, 기관 및 단체,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
램· 교육컨텐츠 개발, 시민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추진과 전
달체계 연구, 프로그램 개발, 공무원 및 전문기관을 위한
성인지 교육, 여성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아
카데미 활동 지원, 중앙단위 사업의 지역 유치와 여성가족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27
2013. 7. ~ 2013. 12.
2013. 12, 120면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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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 개선방안
| 이재호, 강영훈, 이경우 |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현 보수수준은 2001년 11월 17

하였고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보수수준의 정확

일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 되면

한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서 기존 지방공무원 보수 수준을 독자적인 보수체계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임금(보수)수준이 타 광역
단위 시설관리공단 보수평균 대비 수준과 통상적인 공공기
관과 비교 대비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보
수수준의 정확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
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보수(임금)체계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반현황, 관련
법규의 검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시설관
리공단과 공무원의 보수체계와 대비하는 방식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내용별로는 해당 직급들을 기준으로 적용하였
으며 임금별로는 연봉제, 호봉제 분석을 행하였다.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임금(보수)수준에 대한 적
절성 분석을 위하여 현행 체제에서 보수가 가지는 개념과
의미에 대하여 정부의 보수 관리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임
금체계 원리, 보수체계에 대한 결정 과정, 고려 사항, 지방
공기업 보수 결정 제도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설립 근
거 및 경영실태와 보수체계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 관련 현황표를 재검토하였고 이를 자료 정리한 후 유
사 공단(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공무원 보
수체계 등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연봉제, 호봉제 등을 분
석,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수체계의 적절성을
판단하였다.
한편 본 보고서는 신뢰성 및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수체계 분석에 대한 근
거와 개선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
를 하였고, 사용한 모든 통계 및 예측 자료에 대하여는 최
신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검증 가능한 필요 자료로써 검증할 수 있도록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29
2013. 8. ~ 2013. 11.
2013. 11, 125면
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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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야구장
수탁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 이경우, 이재호 |
울산광역시는 201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울산야구장을 건

적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립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의

결과적으로, 울산야구장을 울산시시설공단에서 수탁하여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통해 공익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관리하는 것은 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울산시가

위해 울산야구장 수탁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울산야구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본 연구는 울산시설관리공단이 울산시로부터 울산야구장

관련 조례 등 법규적 측면에서 타당함을 제안하였다.

의 관리·운영을 수탁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적

울산야구장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

정성 및 사업의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판단을 통하여

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물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탁운영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의

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므로 지방공기업법에

향 등을 분석하였다.

규정된 지방공단의 사업으로 적합하다.

본 연구는 울산야구장의 수탁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공공성, 효율성(예산 절감), 전문성, 대응성(공공서비스의 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리방식의

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울산야구장의 관

적정성이다. 시설물 준공 후 직영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리·운영방식으로는 직영방식과 순수 민간위탁방식보다 공

공공시설물을 공기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단위탁방식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여부를 검토하고, 동시에 울산시시설공단이 검토 중인 대

울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울산야구장을 수탁하여 관리하는 것

상사업의 성격 및 해당사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

이 직영 시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치 등을 검토하여 관리방식 전환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5년간 421,306천 원 비용 절감)

한다.
둘째, 공단위탁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다. 공단위탁의 본
취지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나,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사업별 수
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방식별 경제적 효율성
을 비교‧검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향후 5개년 간의 연차
별 수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 위탁에 따른 장기적
효과도 검토하였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울산시시설공단의 적정 조직과 인력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사업의 운영실태와 현황에 관한 내용분석을
위하여 울산시 및 울산시설공단의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분
석하되,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
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사업별 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울산시 및 울산시시
설공단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한 과학적인 방법을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30
2013. 9. ~ 2013. 10.
2013. 10, 64면
울산야구장, 타당성분석, 공단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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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공정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한 경제성 분석
| 김문연, 정 승 |
본 연구는
‘한국화학공정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한 경제적 타

먼저 비용은 총사업비 38,000백만 원을 부지매입비, 건축

당성을 분석하였다.

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교육훈련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화학산업은 울산에서 자동차 및 조선해양산업과 더불어 3

교재 개발비로 나누었다. 연구장비 및 기자재는 내용연수

대 주력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를 고려하여 10년마다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불구하고 공정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없는 상

토지의 잔존가치는 무한대로 가정하고 지장물보상비를 제

태이다.

외한 용지구입비를 잔존가치로 적용하여 마지막 연도에 반

그런데 최근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영하였다.

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화학물질

피교육자의 기회비용은 피교육자의 시간당 임금에 총교육

사용은 줄일 수 없는 상태에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반

시간을 곱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회적 비

면, 이에 상응한 관리체계 교육 및 훈련 부실이 대형 산업

용을 추정하였다.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편익은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기술교육원의 역할을 고려

따라서 화학공정, 전기설비, 장치설비, 안전, 환경 등 화학

하여 Mansfield(1991)의 연구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인

교육원을 설립하여 발생하는 편익은 연구개발투자에서 발

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하는 수익이 된다. 총교육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값

한국화학공정기술교육원은 울산광역시 테크노산업단지 내

을 연구개발투자액으로 보고 수익률을 곱하여 구하였다.

에 총사업비 38,000백만 원을 투입하여 설립할 계획이다.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7년 7월에 수정 제시한

운영은 직업전문교육기관으로 기계, 전기, 배관 등 분야에

사회적 할인율인 5.5%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순현재가

서 전문성이 높고, 직업교육에 오랜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

치는 51,275백만 원, 편익/비용비율 1.14 및 내부 수익률

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담당할 계획이다.

17.63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상자는 에너지/화학산업의 신규 취업 희망자 및 재
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 및 보건교육 대
상자, 유해/위험설비 정비/보수작업 하청업체 및 근로자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대학, 대학원 에너지/화학관
련 전공자이다.
교육과정은 군별로 특성화된 교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석
유화학 및 석유정제군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선진교육체계를 반영한다. 정밀화학군은 기업체 분
포가 가장 높은 고분자 합성을 중심으로 분석시스템, 신뢰
성 시험 등 정밀화학 분야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
다. 한편 도료 등 특수분야 화학업체들의 요구조건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하고 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러한 사업 목적과 내용을 가진 교육원에 대한 경제적 타
당성 분석을 위해 분석방법론으로는 순현재가치법, 편익/
비용비율 및 내부수익률법을 적용하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수탁과제 2013-36
2013. 12 ~ 2013. 12.
2013. 12, 40면
기술교육, 경제적 타당성

연구실적
협약과제

협약과제는 발주처와 보조금지원 협약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112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 ● 113 2013 울산녹색성장포럼 운영 ● 114 울산방언사전 발간사업 ● 115 2013 울산여성포럼 운영 ●
116 2013 울산교통포럼 운영 ● 117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 118 울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3년 컨설팅 ●
119 울산 베이비붐세대 고용실태조사 및 전직지원방안 연구 ● 120 2013 울산창조도시포럼 운영 ● 121 효율적인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산림
복지시설 설치방안연구 ● 122 울산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오염저감 실천방안 ● 123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 ● 124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관리사업 ● 125 2013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및 평가 ● 126 2013 동남권 여성발전 대토론회 ● 127 2013 울산
시티투어 활성화 사업 ● 128 울산 정명 600년 기념 행사 ● 129 2013년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현장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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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
| 강영훈, 이주영, 황진호, 이은규, 이재호, 변일용, 김문연, 정현욱 |
세계 경제가 단일시장으로 확대되고 있고, 경쟁의 주체가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영남권은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 생산
액, 수출액 그리고 전체 산업종사자 비율에서 수도권보다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남권이 주력산업의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보유한 자원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
휘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산업의 중심지
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영
남권역 내에서의 정책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영남권의 5개 지자체와 4개 지역발전연구원 연
구자의 공동연구 결과물이며, 영남경제공동체의 미래 비전
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중심, 영남경제공동체로 설정하
고 공존, 공유 및 공생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 연계와 협력
을 강화하여 영남권 5개 시도가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다.
주요 연구는 4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경제산업분야에
서는 지식경제기반의 아시아 신성장 거점 육성에 두고 발
전방향을 수립하였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아시
아 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조지대 조성을 목표로 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망 확충분야에서는 영남권 MCR 통합
순환벨트 형성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인적자원분야에서
는 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혜와 지식의 통합 네트워크 구현
을 목표로 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4대 부문별 발전계획의 수립에서는 한 개 지자체의 독자적
인 사업을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적어도 2개 지역 이상에
공통으로 추진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남권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공존, 공유 및 공생을 통한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의 잠재력
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영남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사업과 사업
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영남경제공동체의 추진방
향을 위해 광역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2-07
2012. 1. ~ 2013. 6.
2013. 3, 484면
영남권, 경제공동체, 광역발전계획

연구실적•협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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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울산녹색성장포럼 운영
| 김석택, 이상현, 박소연 |
글로벌 산업도시 울산시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경영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를 치하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08년 11월 28일 울산녹색성장

고 녹색경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

포럼을 창립하여 지난 5년 동안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13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합의(consensus)를 도출해내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에서 울산광역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동안

성장을 위한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해왔다.

생태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민관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또한,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환경정책 변화에

한 울산녹색성장포럼은 우수사례발표회 및 정부포상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적응대책을 강구하고 제시하기

참석하였다.

위해 노력했다.

울산을 대표하는 백로와 떼까마귀에 대해 바로 알고 시민

울산녹색성장포럼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산/학/민/관 등

의 관심을 증대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로 통합되어 있으며, 공동대표와 운

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국제철새심포지엄을 환경전문가, 시

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모임 위

민, 공무원 등 5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

주의 포럼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적 포럼 운영 방안

을 통해 ① 동아시아의 철새이동과 보호, ② 울산시에 도

을 모색하고, 녹색성장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확보와 구

래하는 철새류와 생태관광 방안, ③ 동아시아-대양주 경로

체적 실천방안 제시 및 사업실행부서와의 연계 역할을 수

상의 생태계 위기, ④ 국제 철새탐조관광의 동향에 대해 소

행해 왔다.

개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녹색도시 울산의 산림복지 정책방

또한, 철새와 생태관광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울산이

안’
,‘환경의 달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철새심포지엄’등

생태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 적용할 수 있는 생태관

심포지엄과 세미나(6건), 분과별 세미나 및 회의(10건), 현

광형태들을 논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장답사(4건), 연구과제(8건) 등을 추진하여 울산의 여건을

관심과 참여, 다른 생태와 연계된 체험형 관광, 생태계 보

고려한 녹색성장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호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했다.

울산녹색성장포럼은 산림복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산

울산녹색성장포럼은 총9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였고 관련

림생태계 경영과 전통 자연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보고서로만 끝나는 제안이 아닌 각

한 울산시의 환경복지전략 등 녹색도시 울산의 산림복지

관련분야 전문가와 환경성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효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상반기에는 SK케미칼

과를 극대화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과 경주풍력발전(주)를 방문하여 울산시 기업체 에너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기업체의 의
견을 수렴하였고, 하반기에는 녹색경영 우수기업체와 폐기
물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기업체 에너지 저감 활동사
례와 녹색경영 추진 현황’
,‘울산시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현황’
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울산의 음
식물 자원화를 포함한‘폐기물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을모
색하였다.
녹색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사회와 군부대 교육을 통해 울산
환경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실생활에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01
2013. 2. ~ 2013. 12.
2013. 12, 63면
녹색성장, 기후변화,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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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언사전
발간사업
| 김석택, 이경희, 신기상(집필) |
울산방언은 경주와 인접한 지역의 방언으로 현대 한국어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울산방언을 보전하고 전승하여 그

근간이 되는 옛 신라어를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방언과는 차별화되는 가치를 지닌 방언이다. 그러나 울산

을 것이다.

지역은 1962년 특정 공업지구 지정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
팽창에 따른 외지인의 유입으로 울산방언의 고유성을 급속
도로 잃어가고 있다.
또한 울산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연령층의 고령화로 그 원
형을 보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발간되는『울산
방언사전』
은 향토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기는
보람있는 일이다.
『울산방언사전』
은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집필자인 신기상
박사가 지난 20년 가까이 현장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발품
을 팔아 채록하고 정리한 등재어휘 1만 5천 개와 그 활용
형 1만 5천 개가 실려 있다.
울산방언은 어휘, 문법, 음운 모두에 걸쳐 고유성이 있지만
특히 고저와 장단으로 의미가 변별되는 독특한 방언이기
때문에 고저장단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울산방언사전』
은 단순한 어휘집이 아니라 울산사
람들이 구사하던 언어의 고저장단을 등재어휘과 활용형에
부기한 매우 독특한 사전이다.
『울산방언사전』
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의 방언을 중심
으로 실었다. 여느 지역에서처럼 울산방언도 세부지역에 따
라 차이가 있어서 지역명을 제시하였지만,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며 대부분은 경상방언에 두루 적용되리라 생각된다.
울산방언에는 울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얼과 혼이 짓
들어 있다. 얼과 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울산방언사전』
이 앞세대와 후세대를 이
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방언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일은 우리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울산방언사전』
을 통해 울산의 정서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향토
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03
2013. 1. ~ 2013. 11.
2013. 11, 929면
방언, 향토, 채록, 등재어휘, 교육자료, 전통문화,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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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울산여성포럼 운영
| 박혜영, 이영란 |
2013 울산여성포럼 운영사업은 지역 내 전문 여성들의 영

* 2006년 12월, 울산지역 전문직 여성 100여명을 회원으로 하여 창립된 울

향력 확대 및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산여성포럼은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양성이 평등하고 모두가 살기

‘가족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평등사회’
를 지향하는 여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토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설립, 활동 중이며 경

성가족정책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여성주간 기념 토론회

제분과, 문화예술분과, 복지분과, 인적자원개발분과, 지역공동체분과 등 5개

‘여성친화도시 울산만들기’개최, 릴레이 특강, 워크숍 등
지역 여성 연대활동 및 지역 여성정책 발굴하여 지역 내

소 분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울산발전연구원은 2013년‘울산여성포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주관하였다.

전문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여성주간기념으로 개최된
‘여성친화도시 울산만들기’토론
회는 울산광역시 정책 분야에 여성친화적인 관점을 반영하
여 여성이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에서 나아가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에 대
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였다. 기조강연
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이미원 대표, 좌장에는 울산발전연
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 박혜영 박사, 패널토의에는 시
여성정책 임명숙 보좌관, 익산시 김강희 주무관, 울산지방
경찰청 생활안전계 안현동 계장, 울산대학교 유명희 교수,
경상일보 김은정 기자가 참여하였다. 토론회를 통해 여성
친화도시의 의의 및 목적 등을 공유하고 울산이 여성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각 계층에서의 노력과 도전들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울산여성포럼 회원의 역량강화 및 지역여성들의 건전한 토
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릴레이특강을 통한 토론의 장을 마
련하였다. 1차 릴레이특강에서는 울산 KBS보도국 강지아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성기자의 눈’
라는 주제를 가지
고 주제강연을 진행했으며 지역 여성기자의 역할 및 언론
인으로써의 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6월 워크숍 개최를 통해 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
하고 타 지역 성인지정책 사례를 견학함으로써 울산에 대
한 적용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3년차에 접어든 매거진
‘울산여성’
발간은 울산지역의 이슈와 쟁점에 대한 여성의
시각을 담은 매거진을 발간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소통
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3-04
연구기간 2013. 2. ~ 2013. 12.
키 워 드 여성포럼, 네트워크, 여성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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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울산교통포럼 운영
| 김승길, 변일용, 권태목 |
2013년 울산교통포럼에서는「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
석 및 설립방안 마련」
에 대한 교통포럼과「보행과 교통안
전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을 개최하였다.

자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교통포럼 주관으로
「보행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을 실시하였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은 ①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방향, ② 교통부문 빅데이타 활용방안, ③ 울산, 수요자

■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마련 교통포럼

맞춤형 교통운영사례(공단지역을 중심으로)가 소개되었다.

교통포럼에서 소개된 주요 내용은 지역여건 및 환경 분석,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방향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항공 이용 실태조사 분석, 항공 수요 예측, 기종별 운항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안전문화운동과 2014년 도로교

용 및 수익 분석, 지역항공사 설립 및 운영방안 등이 소개

통안전 개선사업 추진계획 등이 소개되었다.

되었는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김포·제주노선은 경

교통부문 빅데이타 활용방안에서는 정부3.0시대에 맞추어

쟁력이 있어 울산에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경우 현재 울산

국내외 공공정보 개방사례와 교통정보 공유 및 개방 및 활

공항에서 운항하고 있는 김포노선과 제주노선에 대해서는

용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제선 이용을 위한 인

울산, 수요자 맞춤형 교통운영사례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산

천 노선과 인근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취항하는 국제노

업도시로서 가지는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국도변 화

선은 항공수요가 부족하여 당장 취항하기에는 곤란할 것으

물차 휴게소 조성, 회전식 신호철주 설치, 공단 내 교차로

로 제시하였다.

번호 부여 사업, 산업로 버스안전 증진방안 등에 대한 교

울산공항에 도입 가능한 항공기는 봄바르디사 CS300(135

통운영사례가 소개되었다.

인 승 ), 보 잉 사 의 B737-800(189인 승 ), 봄 바 르 디 사 의
CRJ1000(100인승) 등 3종류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는데,
CS300 기종 도입 시에는 초기자본금 350억 원을 투입하
여 현행 요금대로 운영할 경우 5년 이후 운영 수지가 흑자
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소개하였으며, 울산지역 항
공사가 설립될 경우 경제적인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6,16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101억 원, 취업유발 효과
1,394명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으로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자본금 35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의 일반 주식회사 형태의 지역항공사를 설립하여
우선 항공기 2대로 김포와 제주 노선을 각각 1일 12회와 4
회씩 운항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항공사 설립 주체를 선정하
고 사업설명회와 투자자 모집 등 지역항공사 설립방안에
관한 내용을 이번 교통포럼에서 소개하였다.
■ 보행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보행과 교통안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적용사례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3-05
연구기간 2013. 2. ~ 2013. 12.
키 워 드 지역항공사, 안전사고, 빅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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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 황진호, 김상우, 이은규, 김미경 |
우리나라는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통한 가입 독려와 지원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

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근로빈

보험 사각지대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는 음식점업

곤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업주와 임시‧일용 근로자에 중점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도입은 그동안 가입자

있는 인센티브 발굴과 홍보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주민

의 기여에만 의존하는 제정운영 방식에서 국가의 지원을

센터에 사회보험 신청·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사회보험 가입

명시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장 인허가 신청이나 사업주 교육 시

전적 유인을 제공하기로 한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에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찾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는 가입확대 서비스’등 현장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 북구의 사례 외에도 다

하도록 한다.

양한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주와 근로자 스스

끝으로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시범지역 지정으로 사업

로가 사회보험 납부에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추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두누루리 사회보

것이 현실이고, 그러기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험 지원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지역

도 지원금액 또는 지원비율, 지원대상의 확대 등에 대한 요

을 지정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시범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사회보험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지방

지역으로 지정하여 우수 지역 사례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

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울

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내로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산에서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중심으로 4대보험 기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 지자체가‘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
를 구성하여 활동
하고 있으나 협의체 성격상 정부의‘사회보험 사각지대 해
소 및 사회보장 체계 구축’
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지자체
의 협조 요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력을 보유한 자치단체가 가입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적극적으로 가입 권장 및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이 필요한 점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
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요청과 그 필요성을 인식
하고 행정력을 투입하려는 단체장의 정무적 의지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지역차원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인
센티브 제공과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06
2013. 2. ~ 2013. 12.
2013. 12, 124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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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13년 컨설팅
| 황진호, 이재호, 이은규, 김상우, 김미경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팅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일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

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상황을 비교 평가하여 지역 간의

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

경쟁을 유도하고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하는 중앙-지방 간 일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리 협력사업이다.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역별 경제

그러나 지역 고용통계의 부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및 고용여건의 편차가 크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

정확한 지역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자리대책만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역 고용통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역계획 수립의 기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자료 확보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일자리 목

감소,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주민

표 공시제 담당자의 지역고용 정책의 이해를 제고하고 전

의 고용안정 도모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기 때

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담인력 확

문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

대로 업무 분담을 제안하였다.

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

끝으로 향후에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유

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관기관의 인식전환 및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

펼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화해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자리 담당자들의 애로사항

2013년에는 전국 총 2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포함) 전

전달을 통해 실무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부가 참여하였는데, 울산도 6개 자치단체(광역 1, 기초 5)

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모두 참여하였다.
2013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3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연간 실업률 3% 초반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군별로는 중구
10,440개, 남구 3,635개, 동구 2,190개, 북구 4,720개, 울
주군 3,418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에서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및 정책의 타당성 평가와 인구, 산업구조,
인력수급 등에 대한 지역여건 및 지역노동시장 분석을 통
해 지자체의 고용정책 및 전략에 대한 상시적 상담과 자문,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컨설팅 과
정에서 컨설턴트는 일자리 정책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역 맞춤형 브랜드 사업 발
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컨설팅 사업에서는 일자리 목표 공
시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전
략 수립, 일자리 창출정책 및 고용활성화에 대한 워크숍 갖
기도 하였다.
아울러 2013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계획의 사전 설계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맞춤 컨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07
2013. 2. ~ 2013. 12.
2013. 12, 280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일자리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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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베이비붐세대
고용실태조사 및 전직지원방안
연구
| 김상우, 황진호, 이은규, 이윤형, 김진건 |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정년이

베이비붐세대 고용 시 고용형태에 관해서는 생산직에 근무

나 은퇴 시기가 점차적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는

했던 베이비붐세대를 재고용하여 생산직에 배치하겠다는

대량퇴직으로 인한 노동력 공백이 생기는 반면에, 저출산

기업이 40%, 기술기능직에 배치하겠다는 비율은 30%로

의 영향으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

나타났으며 급여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도 베이비붐세대의 정년퇴

지급하겠다는 기업이 44.0%로 가장 많고, 200만원에서

직 및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량 실직으로 이어져 기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이 26.0%로 나타나, 베이비

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력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붐세대의 희망급여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고용기간은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재취업과 기업체의 인력 문제를

2~3년 정도가 48.0%, 4~5년 39.0%(자동차의 경우 2, 3

해소하기 위해 울산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실태조사를 실시

년, 조선 및 석유화학의 경우 4~5년으로 조사되었다. 임

하고 이를 기초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금피크제의 지원금 제도가 작은 회사일수록 크게 도움이

울산 지역의 베이비붐세대의 문제와 기업체의 인력수급을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이비붐세대 재취업에 대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는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하

욕구분석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

고, 퇴직자 1명 더 채용하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기업은 자

사를 실시했다.

율적인 고용연장 관행을 확산하며, 고령자에 대한 유연근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울산 맞춤형 베이비붐세대 전직지원

무제를 실시하고,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기업경쟁

한 지방자치 단체 및 유관기관은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DB

력 향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를 구축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까지 고려한 취업

조사결과, 울산의 베이붐세대는 재취업 의향에 관해 66.7%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
별로는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 후반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희망급여 수준은 월 150만 원~200만 원(26.3%), 200만
원~250만 원(24.0%)로 나타나 급여수준은 별로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고, 사회적 편견, 지원
기관의 부재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의 근로자가 임금피크
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회사의 경우 29.0%가
인력부족으로 응답했고, 규모가 작은 회사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선 및 기자재 업종과 규모가 작고 현재 베이비붐세대 고
용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08
2013. 2. ~ 2013. 12.
2013. 12, 130면
울산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인력문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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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창조도시포럼 운영
| 강영훈, 이주영, 이은규, 정현욱 |
창조도시 울산만들기 계획수립에 따라 후속작업의 일환으
로‘울산형 창조도시 구축’
을 위하여 지역 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유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창조도시 포럼을
구성하여 분야별 계획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의사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 창조도시포
럼 사업을 운영하였다. 울산창조도시포럼의 위원은 창조인
재분과 14명, 창조산업분과 16명, 창조환경분과 16명으로
구성된다.
2013년의 주요 사업 추진방향은 포럼운영의 내실화를 통
하여 다양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및 기타 지역
내 경제주체에 호보를 강화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
워크샾, 세미나 등을 통하여 포럼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
며 참여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주요 추진사업내용은 두차례의 전문가 세미나와 포럼위원
과 선진사례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창조도시 사례 현
지 워크샾, 타 지자체의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지역의 창조
계획 등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참가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제1차 전문가세미나는‘문화사업과 도시재생’
의 주제로 부
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 한승욱 박사로부터 부산
광역시 도시재생사례를 듣고 우리지역의 적용방안을 살펴
보았으며, 제2차 전문가세미나는 이민화 KAIST 교수로부
터‘창조경제와 지역발전’
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
행되었다.
창조도시 사례 현지 워크샾은 광주 및 전주를 방문하여 진
행하였다. 지역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산업,
도시재생, 인력양성, 관광자원,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 및 전주를 방문하고 관련 전문
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의 창조기반정책을 홍보, 전시하는 박람회
에 참가하여 울산광역시의 지방자치 정책 홍보관을 운영하
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09
2013. 1. ~ 2013. 12.
2013. 12, 83면
창조도시, 창조도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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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설치방안연구
| 김석택, 이상현 |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울산시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

율적으로 이용·보존하고 울산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고 도입

하고 도입가능한 산림복지시설 개발로 도시 성장은 물론

가능한 산림복지시설 개발로 특색 있는 산림휴양·문화서비

지역민들에 대한 환경복지차원으로 많은 활용이 가능할 것

스 제공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복지 시설을

이다.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산림의 특정지역의 유래 및 전설 등

조사범위는 울산시 전역으로 산림복지시설 대상지를 중점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산림휴양 이야기 계획수립이 되어야

로 하여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조사하였다.

하고 인근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산림휴양·문화사업을

울산시 내에는 총 68,917ha의 산림이 있으며, 대부분 울주

울산의 미래 복지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할 것이다.

군에 위치하고 있다. 울주군 지역에는 가지산, 신불산 지역

또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최근 정부의

을 중심으로 한 영남알프스 지역이 존재하고, 백운산, 대운

산림휴양정책을 최대한 수용하여 활용해야 하며 계획수립

산, 문수산, 치술령 등이 있으며, 북구에는 동대산, 무룡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이 필요

이 위치하고 있다.

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서 파트너십을 통한

또한, 2개의 자연공원과 65본의 보호수, 2개의 자연휴양림,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개의 공원휴양시설이 있으며 산림휴양과 관련하여 크게

울산에서의 산림녹지의 총체적 관리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

산림자원부문, 산림이용부문, 산림보호부문으로 나누어 계

을 위하여 산림녹지재단을 설립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

획되고 세부적으로는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공유림 관리

가도록 하고 행적조직에서는 현재 울산시 녹지공원과 산림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울산의 산림을

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휴양·문화사업을 고려하여 산림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를 별도 분화시켜, 산림휴양·문화과를 확대 신설하고 산

계획을 조성 중이다.

지관리계, 산림정책계, 산림휴양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관리

울산형 산림휴양·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시 거주 지역

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317명)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곳의 중요성에 대해 80.1%가 매
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즐길 수 있는 필요시설로는 자
연휴양림이 33%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개선점으로는 43%
가 산림 내 휴양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여하고 싶은 산림레저스포츠로는 오토캠
핑(3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휴양·문화사업 개발가능지 조사를 위해 사업별 5개
구·군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개략적인 현장후보지 13곳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울산은 넓고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필요성
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산림휴양·문화사업에 관한 장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책의 실행 및 투
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10
2013. 3. ~ 2013. 12.
2013. 12, 144면
산림복지, 산림녹지관리, 산림휴양·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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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오염저감
실천방안
| 이상현, 김석택 |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승격후 추진된 환경정책의 평가와 향후 능

또한 2008년에 수립된 제3차 울산광역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

동적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중기 환경 마

획(2009-2013년)의 평가부분은 확정된 총 104개 사업 중에 정상

스터플랜이 요구되며, 특히, 2013년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추진 사업이 97개, 보류사업이 5개, 변경 사업이 2개로 조사되어

의 2항(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과 울산광역시환경기본

사업추진율이 95.2%로 조사되었으며, 투자실적도 7,418억 원으

조례 제11조 (환경기본계획)에 근거한 법정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로 평가되었다.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환환경을 제공

한편 2013년 울산시 제4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환경비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울산시 환경

전과 정책,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울산시민이 요구하는 그린시트

문제에 관한 시민관심 여부는‘매우 관심 있다’
가 21.4%,‘약간

울산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기 환경정책 및 사업계

관심 있다’
가 52.2%,‘별로 관심 없다’19.0%,‘전혀 관심없다’

획을 제시하는데 있다.

7.4%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

본 연구는 울산시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현황 조사

립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하면, 2008년
‘매우

와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국가

와 약간 관심 있다’
가 66.4%에서 2013년에는 73.6%로 증가하였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

고, 반면에‘관심 없다’
가 33.6%에서 26.4%로 감소하여 시민들

합계획, 기후변화대응·적응 종합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의 환경분야 관심도가 5년 전과 비교하여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

의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울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한 환경의식

다. 또한 2008년에는 정책의 우선분야가 생활폐기물 분야(22.6%)

조사도 시행하였다. 또한 울산시 환경정책 변천과정 및 3차 환경

와 대기(악취)분야(20.9%)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

중기계획 분석 및 평가와 향후 5년간의 환경 분야별 전략을 수립

면, 2013년 조사시에는 수질(하천)분야가 23.4%, 자원순환(폐기

하고 세부분야별 현황, 문제점, 기본방향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물)분야가 18.6%로 변화된 경향을 보였음. 특히 2013년 조사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2018년 목표연도의 울산시 환경비전은‘행

는 환경안전분야가 새롭게 시민 관심분야로 부각되었으며, 기후

복한 시민, 쾌적한 생태도시 울산’
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

변화 분야가 18.8%에서 7.6%로 감소하였다.

경조성, 고품격 시민 환경서비스 제공, 능동적 기후변화 적응 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울산광역시 제4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

반조성,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구축, 지역 및 글로벌 환경협력 확

획의 계획기간 5년(2014-2018년) 중 소요될 예산은 총 1,063,689

대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

백만 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예산

경 조성 전략 분야에는 총 23개 사업, 고품격 시민 환경서비스 제

1,818,094백만 원보다 41.5% 감액된 것으로 하수도 보급률 증대

공 전략 분야에는 총 20개 사업, 능동적 기후변화 적응 기반조성

를 위한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과 같

전략 분야에 총 7개 사업, 그리고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구축 전

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이 제3차 계획기간 중에 완료됨에 따

략 분야에는 총 4개사업, 지역 및 글로벌 환경협력 확대 전략 분

라 소요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

야에 총 2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고 총 예산중 생활환경분야는 431,782백만 원, 자연환경·자연자

한편 성과지표로는 2018년까지 아황산가스를 0.006ppm, 이산화

원분야는 625,122백만 원, 기후변화녹색경제는 6,600백만 원, 지

질소 0.02ppm, PM-10을 40㎍/㎥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으

역 및 지구환경은 18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며, 태화강 상하류는 BOD 기준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공
원시설 조성 면적을 16㎡/인, 상수도 보급률은 98%, 하수도 보급
률을 97.4%로 제시하였다. 또한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4kg/인·일 이하로 관리하여 자원순환형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
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11
2013. 3. ~ 2013. 12.
2013. 12, 282면
생태도시, 환경중기종합계획, 법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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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
| 윤영배, 이상현, 김석택 |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15조 에너지 절약 및

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해당업체의 CDM사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근거한 국가 및 지역 온실가스

참여로 비중 크게 줄어들었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기

전력, 열 및 수도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에 근거한 간접

후변화 대책의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연도별 온실가스 인

배출량은 최소 11,650천 톤CO2eq에서 최대 16,011천 톤

벤토리 구축이 필요하여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CO2eq를 나타내었으며, 간접배출량 중 전력소비량에 의한

Ver.3.0(한국환경공단. 2012)에 의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64.0~82.4%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

축을 하였다.

추이는 산정기간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력

울산광역시 전역을 대상(2000년~2011년)으로 지자체 온

소비량을 소비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제조업에 의한 배출

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Ver.3.0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온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였다.

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방법론은 2006 IPCC G/L을 이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시 준수해야 할 원

용하였고, 적용 지구온난화지수는 IPCC 2차 평가보고서의

칙인 완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매년

내용을 활용하였다.

같은 수준의 활동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작성

대상온실가스는 CO2, CH4, N2O, HFCs, PFCs, SF6로 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만약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였으며, 산정범위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임업 및 기타토지

지자체의 활동자료 획득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체에

이용, 그리고 폐기물 등 4개 분야에서 총 180여 개 카테고

서 비밀을 요하며 제공한 자료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더라

리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였다.

도 타 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므로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적용은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지자체 및

인벤토리를 전담하여 구축할 연구기관(혹은 대학)을 선정

시설수준의 배출계수 적용을 원칙으로 하였고, 적용이 불

하고 매년 그 연구기관이 활동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행

가능할 경우 국가 수준으로 개발된 배출계수 적용하였으

정적, 제도적인 부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며, 개발된 배출계수가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2006 IPCC

된다.

G/L 기본값을 적용하였다.
활동자료의 수집은 해당 지자체 수준으로 공표된 국가 및
지자체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지
자체 수준 활동자료가 없을 경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정원칙 수립 후 추정된 활동자료를 사용하며, 추정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산정결과, 울산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38,677천 톤
~50,758천 톤CO2eq를 나타내었으며, 이 중 에너지분야
비중이 74.8~95.9%를 산업공정 분야가 8.7~24.7%를 차
지하였다.
에너지분야의 직접 배출량은 2009년 40,457천 톤CO2eq
로 최대값을 보였으며, 산업공정분야는 2004년 12,559천
톤CO2eq로 최대값을 나타내었고, 직접 배출량 중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정제와 화학시설의 연료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산업공정분야에서는 아디프산 생산 공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12
2013. 3. ~ 2013. 12.
2014. 1, 163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계수, 활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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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관리사업
| 이윤형, 김지윤, 조민지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

며,‘서비스 내용’
이 4.48점,‘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반적

굴·기획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

만족도’
는 4.39점으로 응답자는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

련한 사업 관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대상 9개 사업, 노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기존 사업에

인·장애인 대상 2개 사업, 노인 대상 3개 사업, 장애인 대

진행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 2개 사업, 가족 및 성인 2개 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개

시행하고 있으며, 중구에 15개소, 남구에 40개소, 동구 16

설과 울산 5개 구·군의 56개 동주민센터의 담당 직원 교

개소, 북구 16개소, 울주군에 11개소, 총 98개 제공기관이

육과 사업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서비스제공

등록하여 약 760여 명의 제공인력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사업에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
다. 98개 제공기관과 6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기준정보를 정비하였으며, 상·하반기 시
군구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울산 전체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울산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을 지원하였다. 또한 울산시의 부진 사업 또는 신규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울산 현황을 알기 위해 18
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 224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인지경로는‘주위 사람의 소개
를 통해서’39.7%,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를 통해서’
18.8%,‘복지기관을 통해서’10.3%,‘시·군·구 및 동 공무
원을 통해서’5.8%,‘인터넷 검색을 통해서’4.0%,‘TV,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0.4%로 응답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서비
스 내용’
이 36.6%,‘서비스 본인부담금’
11.2%,‘제공기관
에 대한 접근성(거리, 교통수단 등)’
과‘주위사람의 소개’
가 각각 9.8%,‘서비스 신청 절차’
와‘서비스 제공자의 전
문성’
이 각각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서비
스 제공자의 전문성’5점 척도 평균 4.56점으로 나타났으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3-13
연구기간 2013. 5. ~ 2013. 12.
키 워 드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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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및 평가
| 유영준, 변일용, 이주영, 권태목, 강지희 |
기존에 양성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

증’
이나‘출석 확인증’
을 제출하도록 하고 참가비 등의 인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기술 및 해설 담당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지역에 대한 해설 스토리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다.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해설사 근무장소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 근무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장소 중 관광객 방문 수가 적어서 근무의 효율성이 떨어지

궁극적으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와 흥미

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신규 개발되는 관광지(언양읍성, 태

를 유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한다.

화루 등)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

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반기별 관광객 만족도

성함으로써 해설사의 근무장소와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방향 설정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수요 조사를 반영하
여 교육 내용(울산의 지형과 지질, 울산의 생태, 울산의 건
축,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현장교육 등)이 편성되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파견되어 있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해설 및 체험관광활동에 대한 만족도, 장점,
보완사항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하였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울
산지역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과 재방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쨰, 평가 결과 2012년에 비해 관광객이 평가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만족도 조사를 연간 2회 실시하는 것보다
는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해설사들의 업무에 대한 긴장감
을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둘째, 보수교육 일정이 6월에 실시됨으로 인해 해설사 근
무와 병행하게 되어 출석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앞으로 보수교육을 비수기에 실시함으로써 해설사의 참여
율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해설사가 항시 근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2회 실시
하여, 해설사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해
설사들이 보수교육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신들의 역량 강
화를 위해 세미나, 학술활동 등에 참가할 경우‘교육 이수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협약과제 2013-14
2013. 5. ~ 2013. 12.
2013. 12, 282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만족, 직무 만족, 직무보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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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남권 여성발전 대토론회
| 박혜영, 이영란 |
2009년에 출범한「동남권 여성발전 네트워크」
는 부산·울
산·경남의 3개 시·도의 여성들이 광역적 공동협력으로 동
남권 지역여성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공동발전을 모색하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 부산
광역시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가운데, 3
개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가족정책 전담 연구기관이 순회
주관하여 운영되는 동 네트워크는 2010년에 이어,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주관이 되어 당해년
네트워크가 운영되었다(2011년 경남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
책센터, 2012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주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여성계 역할제고, 권역간 우수 여
성정책 사례 공유·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주요한 목적으
로 운영된 동 네트워크는 권역 내 여성 간(間), 또는 권역
내 여성과 가족정책 발전을 위한 대규모 정책논의 장(場)으
로 매년‘동남권여성발전대토론회’
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주관한 2013년 동남
권여성발전대토론회는‘환경·생태와 젠더’
라는 주제로 산
업수도 울산광역시의 10여 년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이루어
낸‘태화강의 기적’
이라 일컬어지는 환경·생태복원의 과정
을 권역 내 알리고, 환경문제를 필두로 한 발전, 특히 과학
기술과 접목된 여성·젠더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환경·생태와 접목되는 여성가족정책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
의하기 위해 동 토론회에서는 전(前) 환경부 장관, KIST(한
국과학기술연구우원) 유영숙 박사를 모셔, 국가 환경정책
기조와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과학
기술, 환경, 생태가 여성과 젠더의 연관성과 정책적 의미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를 토대로, 울산·부산·경남 3개 지역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토의
는 동서대학교 김정선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선옥
박사, 부산대학교 이준이 교수,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
교) 강사라 교수,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김노
경 과장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 박혜
영 박사가 참여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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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3-16
2013. 8. ~ 2013. 10.
2013. 10. 50면
동남권, 생태,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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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울산시티투어 활성화 사업
| 유영준, 이경우,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김승길, 강지희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운영원가 산정으로 시티투어 위탁운

역시티투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비 근거 자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탬프 투어의 운영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군산근대

국내의 시티투어 선진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박물관처럼 체험학습장을 준비하여 각 관광지에서 스탬프

울산 시티투어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

를 찍게 하여 다 찍어온 경우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관심

고자 한다. 또한 기 운영 중인 울산 시티투어에 대한 이용

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코스에 대한 이용객의 반응을 살

마지막으로 시티투어 전용 기념품을 준비해야 한다. 시에

펴보고 시티투어의 운영 방향을 기획하고자 한다. 이상의

서 제작하여 관광안내소나 관광협회에 비치하고 있는 소형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티투어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

기념품을 시티투어 끝난 뒤 제공된 체험학습장의 스탬프를

략을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확인한 뒤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울산 시티투어의 운영원가 평가를 위해 2012년 1년간의 운
영 실태를 토대로 하여, 실적 운영원가 산정, 사전 표준운
영원가 산정, 연간 운영 손익 추정 등을 실시하였다.
시티투어 평가단 등 시티투어 관계자들의 우수기관 견학
및 현장체험은 12월에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군산과 전
주의 시티투어를 방문하여 시티투어의 운영 코스 및 시설
과 해설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울산과 타 시·도의 시티투어 싵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경기도의 고양, 광주, 수원, 강원도의 춘천, 충
청남도의 천안, 경상북도의 포항, 경상남도의 거제, 통영,
창원 등의 지역을 사례 조사하였다.
시티투어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4개월 동안 요일별
로 20부씩 6일간 전 코스에 대해 이용객이 인지하는 시티
투어 코스, 시설, 해설, 비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이 직접 울산 시티투어를 탑승하여 인터넷 예약부
터 시티투어 이용에 대한 안내부터 고객 관리까지 직접 체
험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더 많은 체험 기회
가 필요하다. 체험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시티투어 비용을 올
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환형 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티투어는 관광
지를 연결하는 순환형 버스로 운행하면서 다음 코스와 연
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이용객의 불만이 없었다.
셋째, 광역형 시티투어를 운영해야 한다. 현재 코레일 주관
으로 시행되고 있는 KTX울산역을 중심으로 운행 중인 광

과제구분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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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협약과제 2013-17
2013. 8. ~ 2013. 12.
2013. 12, 100면
시티투어, 운영원가 조사, 선진지 조사, 전문가 조사,
순환형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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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명 600년
기념 행사
| 김석택, 정현욱, 김상우, 이경희, 김영주 |
2013년은‘울산’명칭이 제정된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전자의 발표는 울산대 성범중 교수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행사로‘울산 정명 600년 기념

하였고 북구문화원 박종해 원장, 울산대 손영식 교수와 울

심포지엄’
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최대

산향교 이세걸 전교가 토론하였다. 서울과학기술대 신기상

산업도시인 울산이 신생 공업도시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

명예교수는‘울산의 언어-울산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라는

사를 지닌 역사문화도시임을 대내외 알리고, 울산의 과거

주제로 발표하였고,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김구한 교수

와 현재를 삼펴봄으로써 미래 울산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와 울산대 유필재 교수 그리고 울산동구문화원 지역사연구

있게 되었다.

소 장세동 소장이 토론하였다.

심포지엄은 2013년 10월 15일 14시~18시 울산시청 시민

울산 정명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학술행사를

홀·중회의실·국제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개최하여 울산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울산의 정체성을

가운데 개최되었다.

찾고 이를 울산지역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민홀에서 개회식과 동영상‘울산 정명 600년 번영
의 울산사’
를 상영하였고 기조강연이 이루어졌다. 기조강
연은 동아대 이훈상 교수가‘울산 정명 600년을 통해서
본 울산의 정체성-정명과 그 이후 600년’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세미나는 시민홀·중회의실·국제회의실에서 두 세션씩 여
섯 개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시민홀에서는 먼저 울산
대 양상현 교수가‘울산의 인물과 정신’
이라는 주제로 발
표하였고 한국해양대 김강식 교수와 울산대 송수환 교수
그리고 고려대 이명훈 명예교수가 토론하였다. 두 번째 발
표자는 울산대 장병익 교수로‘울산의 경제와 산업-산업
화 이전의 울산의 산업경제’주제를 발표하였다. 토론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문대인 부사장과 전 울산상공회의소 박
종근 부회장, 울산대 허영란 교수가 맡았다.
울산의 전통놀이 문화와 문화예술 주제는 중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는데, 먼저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이‘울산의 전
통놀이문화-전통놀이의 합법칙성 모색’
이라는 주제로 발
표하였고 경상대 박성석 교수, 이상도 울주향토사연구소장
과 정상태 울산문화연구소장이 토론하였다. 울산예술문화
단체총연합회 한분옥 회장은‘울산의 문화예술-국가 경쟁
력을 좌우하는 중심 가치는 문화예술이다. 예술·문화가 희
망이다’주제를 발표하였다. 이 주제의 토론자는 외솔기념
관 이부열 운영위원장과 울산충의사 서진길 이사장, 울산
이야기연구소 신춘희 소장이었다.
국제회의실에서는‘울산의 선비정신’
과‘울산의 언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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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3-19
2013. 8. ~ 2013. 11.
2013. 10, 230면
인물과 정신, 경제와 산업, 전통놀이문화, 문화예술,
선비정신,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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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현장
연수교육
울산에서 활동 중인 문환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기술 및 해설
담당지역에 대한 새설 스토리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
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국내외 현장연수 교율 실시함으로
써 향후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에 대한 운영방향 설
정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관광객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특성
을 반영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에 대한 타 지역
및 외국의 현장사례 조사 및 현장답사가 필요하다.
특히 국외에서 활동한 선조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후손으
로서의 긍지를 배울 수 있고, 선인의 발자취를 따라 현장
답사를 실시함으로써 자긍심 부여가 가능하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사례 조사 및 현장답사를 통해 익힌
선조의 애국활동이 문화관광 해설을 통해 방문 관광객에에
전달됨으로써 간접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외
교통상부가 이 달의 외교공무원으로 선정한 충숙공 이예
선생의 활동을 현장 답사하였다.
오키나와 현립박물관에서는 이예 선생은 아니었지만, 광해
군 관련 유적을 확인하여 오키나와 조선의 교류에 대한 정
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위령탑을 방문하였을 때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상당 수의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학살당한 것을 확
인하면서 국가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수리성 공원에서는 이예 선생이 당시 류큐국에 납치된 조
선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담판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
는 장소를 보면서 숙연한 자세가 되어 충숙공의 충절을 몸
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정년
퇴직 후 8-세가 되어서도 문화관광해설 자원봉사자를 직
접 만나 해설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해설사 활동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3-20
연구기간 2013. 11 ~ 2013. 12.
키 워 드 현장교육, 충숙공 이예, 선조의 발자취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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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현안과제

현안과제는 울산광역시 또는 관련 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사안검토,
심사, 정책자문 등 단기간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132 굴화하수처리수를 이용한 범서수변공원 조성방안 연구 ● 133 울산공업센터지정 50주년 기념 특별기획 드라마 ‛메이퀸’ 방영효과 연구
● 134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 135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 136 울산의 지리중심점 활용방안 ● 137 경력단절
여성 인적자원 일자리 창출방안 ● 138 울산지역 청년층 인재 유출입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 139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분석·연구
● 140 울산광역시 중기 화장률 예측에 따른 장사정책방향 연구 ● 141 울산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보완) ● 142 울산 유통산업
발전 방안 연구 : 대형소매업 중심으로 ● 143 2014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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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화하수처리수를 이용한
범서수변공원 조성방안 연구
| 이상현 |
울산광역시 태화강 중류에 위치한 굴화하수처리장(처리규모

났다. 하지만 부유물질인 SS와 총질소의 경우는 61∼67%,

47,000㎥/일)의 방류수는 현재 실질적으로 태화강에 방류되어

35.6∼36.4% 수준으로 식재식물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되고 있지만, 송수관로 및 펌프장 등과 같

사되었다. 따라서 수처리 중심의 수변식물 식재보다는 태화강변

은 재이용설비의 설치조건을 요구하는 환경부의 하천유지수 인

자생식물 중심으로 생태성 회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식재하는

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굴화하수처리장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근거로 본다면 갈대류가 적절하다고 판

방류수를 활용한 인공습지 조성이 예정된 범서수변공원 주위는

단된다. 특히 수변공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노랑꽃창포, 부레

최근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개설되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

옥잠 등 꽃이 피는 식물과 갈대 등을 혼합 식재하는 것이 바람

는 실정이지만 태화강 중하류지역의 시민휴식 공간과 비교하면

직하며, 자생식물로 분류되는 애기부들의 경우는 가을에 꽃가루

상대적으로 공간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

가 날려 인근 지역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관계로 지양할 필요

서 본 연구는 굴화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해 태화강 둔치에

가 있다.

조성될 인공습지형 범서수변공원의 조성방향과 설계변수 등을

한편 현재 계획중인 범서수변공원 인공습지 조성 대상지는 태

분석하여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화강 제외지 구역으로 홍수 시 토사유입으로 인한 유지관리적

목적이 있다.

인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능한 인공구조물의 도입을 최대

굴화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류로 도수하여 태화강 제외지에 조

한 억제하고 하천변의 자연스러운 식생 활착을 유도하는 방안

성될 인공습지형태의 범서수변공원은 현재 5,000㎡ 정도의 공

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서수변공원 조성의 궁극적인

간에 재이용수 용량 40,000㎥/일 규모의 펌프장과 송수관 설치

목적을 수질개선 측면보다는 태화강 중류지역의 생태성 회복으

를 계획하고 있다.

로 설정하고, 동시에 (구)궁도장 지역의 황량한 이미지와 자갈이

인공습지 설계시 중요한 사항은 체류시간, 수심, 유하거리, 그리

대부분인 토질,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만으로 구성된 단

고 식재하는 수생식물의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

조로움을 극복하는 볼거리 제공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를 통해 태화강 제외지에 조성예정인 범서수변 공원 인공습지

으로 조사되었다.

의 경우는 조성공간을 고려한다면 체류시간이 1∼2시간 이하로

마지막으로 범서수변공원이 조성 완료 되면, 유지관리 메뉴얼을

판단되며, BOD 기준 대략 20% 수준의 제거효율을 기대할 수

작성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지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있다. 하지만 제거효율은 유입수의 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다. 관리 매뉴얼에는 식생관리와 유량 및 수위관리, 그리고 퇴적

관계로 2012년 12월 굴화처리장 방류수 평균 농도 1.6㎎/L의 수

물 관리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식생관리의

준을 고려한다면 높은 제거효율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경우 식물고사체가 습지 바닥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연 1∼2

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인공습지 설계시 수심의 경우는 유입수

회 정도의 식물 절취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의 기능

농도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10㎝ 정도 일 때 가장 높은 효율이

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습지 시스템에 통과하는 균등한 유량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인의 경우는 30㎝, 총질소의 경

관리와 식물성장과 부문밀식에 의해 유량이 편중되지 않는 관리

우는 10㎝일 때가 가장 제거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방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습지 수명과 내부오염 부하 발생에 직

고 인공습지의 유하거리별로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을 보면, 유하

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퇴적물 관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거리 220m일 때까지 높은 제거효율을 보이고 그 이상이 되면
효율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자료 조사되었다.
한편 인공습지에 식생할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에 변화가 있는데, BOD의 경우는 갈대가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고, 총인의 경우는 창포, 총질소의 경우는 미나리로 나타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2-11
2012. 12. ~ 2013. 2.
2013. 2, 32면
인공습지, 태화강, 굴화하수처리장

연구실적•현안과제

울산공업센터지정 50주년 기념
특별기획 드라마 ‘메이퀸’ 방영
효과 연구
| 김상우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소마케팅에 의

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 장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며, 이러한
장소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영화나 TV 드라마 등과 같은 대
중매체를 장소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
났다.
메이퀸 방영의 직접적인 효과로는 첫째, 관광객의 증대와
이에 따른 관광수입의 증대 둘째, 촬영팀의 울산 현지 촬영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간접적인 효과로는 높은 시청률에 따른 울산 홍보효과와 신
문보도로 인한 울산마케팅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메이퀸의 방영으로 울산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입
은 TV방송에 따른 광고효과로 94억 8,480만 원, 신문보도
로 인한 홍보효과로 41억 7,000만 원, 늘어난 관광객 수입
254억 6,207만 원, 현지 촬영비 지출 8억 2,940만 원 등
총 399억 4,627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메이퀸 방영으로 인한 수익이 399억 4,627만 원일 경우, 전
국적으로는 787억 6,015만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
며, 울산지역은 467억 2,348만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울산지역에 158명의 취
업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에 따른 전국적인 부가기치 유발효과는 246억
6,386만 원, 울산지역 부가가치 유발액은 132억 8,149만 원
일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경제적 수익을 감안할 때, 차후 울산지역에서의 드라
마 혹은 영화촬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방식을 다원화하여 울산지역의 제작발표회를 유
치하고, 새로운 촬영장소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울산의 신
선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장시간의 촬영을 위
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주연배우들을 지
방마케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관광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촬영지와 연계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촬영
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드라마 방영 시 울산의 상징적 랜드마크, 건물, 이정
표 등의 노출을 강화시킴으로써 촬영장소가 울산임을 알아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01
2013. 1. ~ 2013. 3.
2013. 3, 16면
드라마 촬영을 통한 장소마케팅, 관광수익효과 창출,
촬영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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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 황진호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회기반

섹터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서는 수익성과

시설로 정상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경영의 효율성에 보다 큰 정책적 무게 중심을 둔다면 중장

선정이 중요하다.

기적으로 주식회사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방식은 운영주체에 따라 먼저 직접운영방식과 간접운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센터 건립과

영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직접운영방식은 공무원

설립 초기의 소요자금은 시비 소요액만 추산할 경우 주식

이 직접 사무처리를 하는 방식이며, 간접운영방식은 별도

회사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자체 법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간접운영방식

인 설립보다는 경영 노하우가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에 위탁

은 다시 지방공기업 또는 주식회사 형태와 민간 전문기관

운영할 경우 경영의 안정성이 조기에 정착되어 적자폭을

이나 별도의 법인에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민간

줄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기 몇 년 동안

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형태별 장단점 비교를 통해 전시컨벤션센터 경영형태

따라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개장

를 결정할 시에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공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

익성, 수익성, 일반행정과의 종합성,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로 예상되고 위탁경영 시에 발생할 적자폭과 큰 격차가 없

책임경영,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

을 것으로 본다면,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익성 확보 측

보 여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

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간접경영방식의 주식회사형이 바

직운영의 탄력성, 정·관계 및 여타 외부의 영향력에 대한

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성, 자금조달 용이성, 세제 및 재정지원, 경영 효율성
등이 그것들이라 할 수 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회간접자본이므
로 국비 및 지방비 투입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시컨벤션
센터 경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경영에 있어서는 수익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는 민간자본, 기술, 전문지
식 및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
써 기업경영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
․관계를 비롯한 여타 외부의 영향력으로 전문성이나 자질
이 부족한 사람이 이사회나 경영진에 선정되는 경우를 가
능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성의 악화로 경
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민간자본 유치 가능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 전문경영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구축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형태별 장단점 비교와 전시컨벤션센터 설립·운영의 특
성을 고려해 볼 때,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제3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02
2013. 2. ~ 2013. 4.
2013. 4, 40면
운영방식, 경영형태, 공익성, 수익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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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 김상우 |
문화재단의 건립은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또한, 문화재단 사무실 임대시 보증금 10억 원과 운영인력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능동

1년간 인건비 193,513,880원 그리고 순수 운영비 1년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60,000,000원으로 추산할 때, 1년간 문화재단을 매년 2억

울산광역시는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 기대에 부응하고, 고품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3년 정도는 추가 출연 없이도

격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 추

문화재단을 통해 울산이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

진하고 있다.

는데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적정 기금액 및 운영인

결국, 울산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면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

력, 주요사업 검토와 타 시·도 사례분석 등 객관적인 연구

성확보가 필요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

를 통하여 재단설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기본

준을 명확히 하고 예술창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예

목적이 있다.

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집행의 수월성을 확

전국 각 시·도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

보할 필요가 있다.

면, 대부분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에는
문예진흥기금과 시·도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시·도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수익으로 운영경비를 일부 충당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설립된 전국 시·도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이사
장은 각 시·도의 장이 이사장을 겸하는 경우와 외부의 전문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단의 실질적
인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직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단체 직접지원과 문화재단 설립대비 장단점 분석
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지역 문화 환경
개선의 중장기적인 관점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서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문화재단에 의한 지원에 유
리한 점이 있다. 이에 반해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은 지
원기관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적고 예술단체의 예산
관리 및 감독이 용이하며 규모가 큰 예술단체는 예산을 지
원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울산시의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방안은 문
화재단기금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가진 최소 인
력과 인프라(건물 임차)로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후 자체 수
익모델 발굴과 중앙공모사업(10억 원 정도) 기타 시책사업
(기획, 역량강화)를 통해 인건비 운영비는 자체조달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03
2013. 3. ~ 2013. 5.
2013. 5, 20면
울산문화재단,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예술창작의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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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지리중심점
활용방안
| 변일용, 권태목 |
지난 2012년 9월 말에 울산광역시에서 발표된‘울산의 지

제공함으로써 개인 또는 가족의 타임캡슐을 저장할 수 있

리중심점 찾기 결과보고(토지정보과-9391)’
에 울산의 지리

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여 시민 의식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

중심점(중앙점)은 행정구역경계선의 각 굴곡점의 중심점으

하였다.

로 산출된 지점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산38-6번지로 제
시되었다.
울산의 지리중심점은 울산의 시민의식을 결집하고 상징성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
를 두고 있기에 본 연구는 울산의 지리중심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조성방안 및 활용계획을
통해서 울산의 지리중심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광자원
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울산 지리중심점은 도시계획 상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환경으로는 대
상지 입구에는 백천지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채 호
수로 남아 있으며, 해발 81m의 높지 않은 산에 위치하고
경사도는 약 50% 수준이다. 또한 접근성은 국도 24호선에
연결되나 울산고속도로 하부로 접근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
황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울산의 정중앙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하고
이를 명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념공간을 조성하고, 근린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울산 지리중심점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경
우에 방문하게 되는 수요는 연간 24만 5천여 명으로 예상
되며, 조성계획으로는 백천못과 정중앙을 평지형태에서 연
결하면서 기념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
치하고 백천못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도입기능 중 기념관은 울산의 지리중심점에 정중앙 표식
공간을 형성한 부분을 연결하고 울산의 도시 특성을 전시
하여 시민들에게 울산의 형태와 특성을 교육할 수 있는 장
소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울산의 도시 역사와 인물을 중심
으로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울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울산 정중앙 위치에 미
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개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물건 등을 모아서 지하에 보관하도록 타임캡슐광
장을 조성하여 울산시민들에게 개별 타임캡슐 매립공간을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04
2013. 3. ~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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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리중심점, 정중앙

연구실적•현안과제

137

경력단절 여성 인적자원
일자리 창출방안
| 박혜영 |
여성이 일하는 것, 여성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 여성이

무공백과 야근 회피 등)을 여성들 간의 협력을 통해 극

다시 일하기 원하는 것. 이러한 사실들이 사회정책의 영역

복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들 간 Job Sharing

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1990년대에 즈음한다.
본 연구는‘여성인적자원’
의 활용이 필요한 정책적 요구와

Network 마련
- 여성들이 서로 도울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상

일하는 여성이 증가한 사회변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속

호상승이 가능한 협력과 발전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적인 제도 개발과 더불어, 새롭게 일하기 원하는 여성들을

(job sharing), 여성친화적 일자리 시장의 blue mar-

위한 활용 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을 하거나 하고자하는 울산 여성의 특징을 공개된
사실들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울산지역 특징에 맞는 경력단
절여성 친화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전반에 대한 담론을 다루기보다, 일과 가정,
자녀의 양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울산의 기혼, 유자녀 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제시해나
갔고 고용과 근로의 유연화, 인구의 고령화 등과 더불어 이
러한 모색은 현재에는 경력단절 여성에 국한되어 고려될 수

ket화 추구
•
‘울산형 경력단절 여성친화 일자리 창조’: 지역 특성 결
합으로 보다 넓고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
- 경력단절 여성, 일과 함께 지역의 산업과 기술, 문화와
역사의 제공자로 활용
- 지역 특성과 특화 컨텐츠 연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ology) 기반형 취·창업 지원
•직업 교육과 훈련을 넘어선 + α 지원 필요 : 적응과 지
지(支持)

있으나, 점차 노인인구, 청년층 창업과 취업으로 확산되고

-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현재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함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클 수

리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더욱이‘조직 적응력’
,‘커

있다 하겠다.

뮤니케이션 스킬’
과‘자기개발을 위한 주도학습’
이지

연구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임에도 불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재의 지원들이 더욱 강

구하고, 30~40대 여성들의 높은 취업비율에서 알수 있듯

화되어야 할 것임

이 일자리 공급을 필요로 하는 울산여성들은 결코 적지 않
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직종 다양성이나 안정적인 고용
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일하는 울산여성의 특성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양태를 통해 간략히 알 수 있었
다. 여기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적자원 수급 문제해결 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여성
들을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진입하게 할 수 있고 이들이 지
속적으로 재능과 지식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방
안들을 제안하였다.
•주요 기관 허브형·단체 연계망 구축과 역할 분산·재배치
- 두 개의‘새일센터’5개 구·군 가상 분할로 네트워크
거점과 수렴 창구 마련
•경력단절 여성 간‘Blue Network’구축 지원
- 경력단절 여성들의 이러한 특징과 기업 및 근로장과
경영인들이 여성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갑작스러운 업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05
2013. 5. ~ 2013. 8.
2013. 8, 28면
경력단절여성, Job sharing,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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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청년층 인재
유출입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
| 황진호 |
울산의 지역인재는 대졸자의 취업으로 인한 2차 유출보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는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는 1차 유출이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역 고교 졸업생이 자기지역 대

(3) 지역 대졸자의 우선 채용 확대

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여타 지역권 보다 월등히 낮은 것

지자체는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은 지역 소재 대학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울산의 2

인재상과 직무능력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차 유출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타 지역(부산·경남, 수도권,

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기타 지역)보다 큰 것은 대졸자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상대

한다.

적으로 큰 것으로 이해된다.

지자체는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선도적으로 실

울산의 2차 유출입 수지는 타 지역 대졸자의 울산 유입이

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히고 추진하며, 특히

울산 대졸자의 타 지역으로 유출보다 크기 때문에 순유입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들을 채용할 수

이 양(+)의 값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울산지역 대졸자의 지

있도록 지역인재 고용 할당제와 인센티브 제공을 연계시키

역잔존율이 부산·경남이나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는 방안을 강구한다.

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 모색
(1) 취업지원 서비스의 개선

지역 대졸자의 유출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대학과 기업의 중간조정자로서 지

지역에 부족하거나 지역 대졸자의 자질이 산업계의 요구에

역대학 졸업생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함으로써 타 지역으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학

로 유출되지 않도록 취업지원 방안을 대학, 민간기업 및 공

교육의 질적 보완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교육 강화가 요구

공기관과 협력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 수요에

되는 한편, 지역의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이 연계를 통해 청

대응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과 기업·대학교·지자체(고용센

년 일자리 정책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

터)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차원에서 통합적인 취업지

조업의 신산업 육성 및 신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해 청년 취업지원에 전문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산업정책을 재

화된 기구‘청년일자리센터’
를 설치·운영하기를 제안한다.

조명할 필요가 있다.

(2) 중소기업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지자체는 직접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 외에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을 개
선함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에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근로복지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며 R&D 시설 및 인력으로 공동으로 운영
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도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 중
소기업의 청년인턴제 활용을 적극 유인하고 중소기업 현장
투어 및 채용박람회 활성화를 통해 기업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개선할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06
2013. 5. ~ 2013. 7.
2013. 7, 31면
대졸자 유출입, 청년 일자리, 취업지원서비스, 지역인
재 우선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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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분석·연구

| 권창기, 이주영, 변일용, 정현욱 |
2012년 제5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예외조항을 적

개정(안) 자문 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하여 지역전문가의

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하

선행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시의회

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자

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적 해석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조정을 제안하였다.

예외조항 적용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예외규정을 적용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할 경우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무, 주변지역의 용도 및

기준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건축물 개발현황과 지형현황, 생태환경기준 등 주변환경과

연구의 목적이다.

의 조화여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입지 등의 개발용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제만으로는 계획

도를 함께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저긴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어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점적 소규모개발을 관리하므로 도시

고 난개발을 억제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

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에 한계가

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 토지이용과 개

있으므로 예외조한을 적용하는 경우 산림, 경관, 생태 등과

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련된 타 전문분야 위원회의 위원에게 사전 자문을 청취하

울산광역시의 개발행위허가 특성을 보면, 녹지지역의 개발

여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이 커 주변지역과의 조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개발행위허가 목적은 주로 농지개량, 주택 건설, 야적
장 조성, 공공시설물 건설, 도로건설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주변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주거용도와 개발후 주
변지역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공장 건설을 위한 개
발행위허가가 다수로 나타나 소규모 개발에 의한 주변지역
으로의 영향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
역안에서는 경사도 및 입목보수도의 기준치 이상이라 하더
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울주군 지역의 공
장 및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환겨과
조화롭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개발행위허가제도
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기준이
완화된 수준이나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토지개발목적
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기발시
설 설치여부, 주변 자연환경 검토, 예외적용 범위 등의 부분
에서는 기준이 미비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바람직한 토지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07
2013. 4. ~ 2013. 6.
2013. 6, 14면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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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기 화장률
예측에 따른 장사정책방향
연구
| 이재호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내 사망에 따른 화장건수와 설문조사에 의한 자연장지

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이용자 최대 25.8%를 적용해 보았을 때 2026년까지 약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7,591구에 해당하는 자연장지가 필요하며 순수 자연장지

전국 및 울산의 화장에 대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에 소요되는 면적은 최소 4,765㎡에서 최대 9397㎡가 필

현재를 기준으로 중기 계획(5년∼10년)의 화장률을 예측하

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의 확보 또한 울산하늘공원의 개

여 이에 대한 화장추이 예측과 장사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

장으로 향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여 현 장사시설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기 수급추정은 울산광역시의 장사시설 수급 및 확충계획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성격으로 울산광역시가 지향해
야 할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미래상과 중기 수급방향을 제
시해야 하는데 최근 전통적인 장례문화에 따른 폐해를 극
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종 장례 관련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시설의 현대화로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감이 급격히 낮아지는 등 장례의식이 급변하고
있음도 주요한 인문·사회·경제적 측면의 한 국면이다.
울산광역시는 2000년 매장률이 51.3%에 달하였으나 하락
을 거듭하면서 2012년 현재 화장률이 81.8%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화장률의 증가와 매장률의 감소라는 추세
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동안 화장 관련 시설이 비
선호시설로 각인되어 오던 부분이 화장에 따른 장사시설
현대화 또는 개선되었고「장사등에관한법률」
등으로 개인묘
지에 대한 규정 등에 따른 것이며 무엇보다 화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화장률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에 존재하는 확률적 변동이
서로 상쇄되도록 일정기간 자료를 평균한 뒤 평균값을 구
하고, 여기서 구한 평균값들을 바로 다음 연도의 화장시설
수요에 대한 예측치로 사용하여 상당한 추세성향이 있음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울산광역시는 빠르면 2015년경에는
90%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울산광역시의 관내 사망에 따른 화장건수와 설문조사에 의
한 봉안당 이용자 최대 35.9%를 적용해 보았을 때 봉안당
안치는 최장 15년까지이므로 최대 2026년까지 24,013기
정도의 수요가 예상되는데 울산하늘공원이 운영됨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08
2013. 5. ~ 2013. 6.
2013. 6, 49면
울산광역시 화장률, 중기 화장시설 수급 추정, 자연장지

연구실적•현안과제

울산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보완)
| 이은규 |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서는 혁신도시 내에 유기적인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될 필
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 혁신도시 내에 취약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개선·확충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
였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
터 구축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보다 구체화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을 각 시도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
획에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사업 발굴 등
유치업종 선정,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
원방안 등 보다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보완내용으로는 기존 설문조사 내용을 재 정리하
여 설문조사 내용, 울산지역의 산업적 특성, 산학연 클러스
터와의 기능 설정, 유치대상 업종 간의 연계관계를 보다 명
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유치대상 업종의 경우 국토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
화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지
역 내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에 유치가 확정된 기관(융복합
첨단과학기술센터,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등)을 명시하고
클러스터 기능설정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소요재원 또한 관련 비용을 수정·반영하는 한편 기업
유치를 위해 울산시의 투자 지원제도를 정리하여 부록에 반
영하였다.
이 밖에도 기존의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2011년
도에 변경·수립된 지구단위계획(7차)으로 대체하였다.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09
2013. 7 ~ 2013. 12
2013. 12, 131면
산학연 클러스터, 혁신도시, 우정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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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통산업 발전
방안 연구 :
대형소매업 중심으로
| 황진호 |
울산의 유통산업은 생산측면에서 지역 내 타 산업과 비교

다. 따라서 향후 대형소매업체의 울산 진출을 유도할 수 있

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도 크게 낙후된 상

는 인‧허가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

태이다. 2007~2011년 사이 울산의 유통산업 연평균 생산

는 인센티브를 장기적 견지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액 1.3조 원은 울산 GRDP(총부가가치 기준)의 3.7%에 지

셋째, 중소유통업체 협업화‧공동화 지원이 필요하다. 복합

나지 않아 지역 유통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아주 저조한 수

쇼핑몰, 백화점 등의 대형소매업체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준이다. 한편, 울산 유통산업 종사자 수는 2007~2011년

중소상인이 대형유통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중 연평균 47천 명으로 울산의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력을 갖추도록 자발적인 협업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해야한

11.2%를 차지하여 낮은 생산 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용효과

다. 또한 낙후된 지역 도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유

는 낮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통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통물류의 공동화

울산 유통업체의 규모별 업체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를 추진할 필요 있다.

대형업체는 지방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소형업체

끝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시장

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의 확장을 꾀한다. 새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으로 제

이와 같은 울산 유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시한 지역행복생활권’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생활권을 토

첫째, 급격한 유통산업 환경변화를 꼽을 수 있다. 유통산업

대로 유통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울산을 중심으로 한

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 업태 간

중추도시생활권 설정은 지역 소매시장의 확대로 지역 유통

뿐만 아니라 업태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산업

업 성장에도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둘째, 유통시설 및 인프라가

유통산업과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울산은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가 상

략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대적으로 부족하여 소득의 역외 유출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조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유통업의 취약한 경쟁력이 문제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이 확대되면서 대‧중소 유통업체 간의 마찰
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생계형 중소유통업의 쇠퇴는 지역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울산 유통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
해서 먼저, 유통물류 인프라 확충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
구된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진장물류단지 2단
계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서부권 유통물류단지 조
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대형소매업체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복합쇼핑몰 형
태의 대형소매업체의 유치는 지역상권의 재편성, 지역주민
의 소비행태 변화 등과 같은 직접적 영향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11
2013. 9. ~ 2013. 11.
2013. 11, 32면
유통물류단지, 대형소매업, 협업화, 공동화, 중추도시
생활권

연구실적•현안과제

2014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안
연구
| 이경우 |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간 세원분포의 불

자 한다.

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
화하고, 자치구의 일정한 행정수준(Civil Minimum)을 주민
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
년 5월 1일 이후 실시되어 온 제도이다. 즉, 조정교부금제도
는 자치구 간 재정조정기능 및 자치구의 재원보장기능을 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의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내의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재
정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제 개편으로 광역시의 경우 광역
시세 중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취득무관등록세)가 시세
에서 구세로 전환되고,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령 개정으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되었다.
2012년까지 울산광역시의 기초 수요액에 사용되는 경비측
정항목은 4항목 17세항목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부터는 11
항목 18세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2년까지 측
정항목의 단위비용을 단순산술평균을 이용하였으나, 2013
년부터 세항목과 측정단위의 회귀함수를 이용하여 단위비
용을 추정한다.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고려한 사
회복지균형수요 신설하여 향후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자치구의 재정악화가 예상됨으로 인해 재원조정교
부금에 사회복지비 대상인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
환으로 사회복지균형수요(인적 수요와 시설수요)를 추가하
였다.
이에 본 현안과제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조정기능 및 자치구
의 재원보장기능을 위한 2014년 재원조정교부금 기초자료
분석하고, 자치구의 기준수입액을 산정하며, 자치구별 측정
항목별 측정지수 및 통계량을 분석 후 기준수요액 보정수요
(인적 수요 및 시설수요)를 산정하였다.
본 연차보고서에서 자치구별 산정결과 공개의 제한으로 인
해 다음과 같이 기초수요액의 산정흐름도를 통해 갈음하고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현안과제 2013-12
2013. 10 ~ 2013. 10.
2013. 10, 25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기초수요액, 재정력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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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는 울산시정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발굴, 분석한 정책보고서입니다.
146 울산시민이 선정한 2012년 울산 10대 히트상품 ● 147 울산발전연구원 2013년 10대 핵심연구과제 ● 148 전통시장 살리기. 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에 답이 있다 ● 149 밤샘근무 사라진 지역 근로자, ‘가족과 함께하는 삶’ 위한 준비 필요하다 ● 150 울산시립미술관, ‘차별성’ 과
‘지역성’이 곧 경쟁력 ● 151 새 정부의 ‘4.1 부동산 정책’, 울산 재정자율성 보장이 우선 ● 152 ‘기업생멸 통계’ 로 본 울산 신생기업의 생존전략
● 153 울산 중심 중추도시권 설정과 도시발전 방안 ● 154 울산 문화시설 공급과 수요, ‘균형있는 조화’ 가 필요하다 ● 155 울산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신속·적극·파격’ 3박자 갖춰야 ● 156 도심 속 울산공항, ‘공원화 사업’으로 활력 되찾아야 ● 157 ‘울산형 사회서비스’로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158 울산지역 농업용저수지, ‘水자원’으로 진화가 필요하다 ● 159 도시재생의 해법, 주민 중심의 ‘커뮤
니티 비즈니스’ 에 있다 ● 160 ‘사람’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전하는 도서관, ‘울산형 휴먼아카이브’ 구축 방안 ● 161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
도시 울산’, 안전봉사단체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 ● 162 생활환경 개선으로 ‘여성 안전도시 울산’ 만든다 ● 163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 중심의
中企지원이 열쇠 ● 164 태화강 살리기 10년, 울산이 이룬 성과와 향후 방향 ● 165 드라마·영화 촬영지 울산, 새로운 ‘도시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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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이 선정한
2012년 울산 10대 히트상품
| 울산발전연구원 |
➲ 2012년 올 한 해 동안 울산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울산대공원 장미축제”
, 30대는

을 받은 히트 상품을 조사한 결과“울산관광 1번지 영남

“울산 무역세계 8위 견인”
을 각각 1위로 선정하였으며,

알프스”
가 1위로 선정되었으며,“간절곶 해맞이 행사”
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가 각각 2위와 3위로 선정됐다.

40대는 가족중심의 상품을 선호하고, 50~60대는“울
산대병원 암센터 준공”등을 선호해 연령대별로 선호하
는 상품의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2년 울산 10대 히트상품 (전체)]
순위

시책 및 상품

비고(분야)

1

국민예능‘1박2일’
도 감탄한 울산관광
1번지‘영남알프스’

환경

2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도시 울산, 간절곶 해맞이 행사

사회·문화·복지

3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사회·문화·복지

4

울산 수출 전진기지로 무역 세계 8위
견인

경제

5

KTX울산역, 하루평균 이용객 1만 명
돌파로 열차 중편 운행

도시·교통

6

울산 어울길, 솔마루길 등 걷고싶은
녹색도시 조성

환경

7

미스사이공, 맘마미아 등 풍성한 공연
으로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한 울산문화
예술회관

사회·문화·복지

8

‘연어의 강’태화강 -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난 873마리 방류 연어 10년째 회귀

환경

9

울산대학교병원 암센터 준공

사회·문화·복지

10

울산의 랜드마크,‘태화루’건립공사
착공

사회·문화·복지

➲ 성별 분석결과, 남성은“울산 무역세계 8위 견인”등 경
제중심의 항목을 1위로 선정한 반면, 여성은“울산대공
원 장미축제”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 선호도가 뚜렷
하게 나타났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56호
발행사항 2013. 1. 4. 16면
키 워 드 10대히트상품, 울산십리대숲, 울산대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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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
2013년 10대 핵심연구과제
| 울산발전연구원 |
울산발전연구원, 2013년‘10대 핵심연구과제’선정 …

● 산업에 생태와 안전이 더해진 도시 만들기

기획·정책과제, 이슈리포트 등 다양한 연구로 정책고객에

- 구미불산유출사고에 이어 상주, 청주에서 유해화학물질

게 전달

누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유해물질의 1/3 이상
밀집돼 있는 울산 석유화학단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10대 핵심연구과제’
는 올해 울산발전연구원이 중점적

요구되고 있으며 더불어 대기질 개선 관리방안이 요구

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로 새정부 출범과 지역 현안,

되고 있다. 한편, 생태도시의 모델로 알려진 울산 태화강

미래사회대비 관련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의 관리방안 성과와 평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의 경제산업분야 3개 과제, 삶

● 경쟁력 갖춘 도시, 울산

의 질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도시사회분야 2개 과제, 기

- 마지막으로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후변화 및 안전도시 실현의 도시환경분야 3개 과제, 마

필요한지를 단기와 중기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막으로 도시경쟁력 및 도시인프라의 도시계획분야 2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재 울산 구·군의 균형발전 방안을

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논의할 필요가 있고, 중기(5년) 차원에서 미래 도시 경쟁
력 강화방안을 분야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선정된 연구과제는 울발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획 및
정책과제, 이슈리포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과제로 올해 수
행될 예정이다.
10대 핵심연구과제의 주요 키워드‘일자리 창출’
,‘안
전도시건설’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 일자리 창출 … 中企기업 활성, IT산업 육성, 고령
화 시대 대비
- 일자리 창출이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이
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울산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방
안 및 신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전반적인 도시대응정책
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했다.
●‘사회 안전망’구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새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사회 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항
이다. 특히 아동범죄를 줄이기 위한 안전망 구축의 울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 현대자동차‘주
간연속 2교대제’
에 따른 울산 근로자들의 여가문화생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57호
발행사항 2013. 1. 25, 32면
키 워 드 10대핵심연구과제, 일자리창출, 도시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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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살리기, 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에 답이 있다
- 성공사례를 통해 본 울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 이경우 |
울산지역 전통시장이 지난 수년간 시설 현대화사업 등 하
드웨어적 인프라 개선에 힘써 왔다면 이젠 새로운‘킬러
콘텐츠’개발을 통한 고객유인 등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요
구된다.
즉 전통시장의 성공열쇠는 그 지역 특성을 살린‘스타브랜
드’
의 개발과 IT를 접목한‘스마트 환경’구현 등으로 압
축된다.
전국적으로 주문이 끊이질 않는 서울 중곡제일시장의‘아
리청정 참기름’
이나 즉석에서 신선한 생선회를 맛보고 이
를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는 제주 동문수산시장은 전통시장
의 차별성 있는‘브랜드’개발이 곧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
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 모바일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국내 최
초로 도입한 청주‘육거리 시장’
, 와이 파이(Wi-Fi)존을 활
용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홍보 및 할인쿠폰을 발송하
는 수원‘못골시장’
은 IT를 접목한 스마트 환경 구현이 전
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 대형마트
못지 않는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 스스로가 친절운동부터 가격 표시제, 반품
및 교환, 청결 유지 등 경영 개선에 나서는 한편 지역의 향
토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식자재를 납품받거나 임직원을 대
상으로 지속적인 장보기 행사를 갖는 등 적극적 지원을 통
해‘시너지 효과’
를 높이는 것 역시 침체된 울산의 전통시
장을 부흥시키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58호
발행사항 2013. 2. 8, 28면
키 워 드 전통시장, 재래시장, 지역상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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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근무 사라진 지역 근로자,
‘가족과 함께하는 삶’ 위한 준비 필요하다
| 박혜영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오는 3월부터‘주간연속 2교대제’

대표적 사례로‘가족친화프로그램’
은 가족의 건강이나 기

를 시행하면서 45년만에 야간근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

본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에 따라 지역의 상당수 근로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

스포츠·등산 등과 같은 생활 여가형 캠프 운영, 학령기 자

족했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녀의 성장기 심리상태를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

높아지고 있다.

는 교육, 가장의 경제활동을 자녀가 체험할 수 있는 기업

가장에게는 휴식과 재교육 등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탐방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높아질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생

이러한 민간기업의 프로그램을‘근로자가족지원프로그램’

활과 자녀 상담, 교육 등에 직접적인 참여도 높아질 것으

이란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가족과의

로 예상돼 보다 화목하고 조화로운 근로자들의 가정생활을

여가활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적용하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면 근로자와 가족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

이를 위해 일부 대기업이 시행중인‘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친화력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사회환원의 책무를 자연

(EAP: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을 근로자와 그

스럽게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울산시 역시 추가 비용투입 없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할 수 있어 예산절감과 사회적 복지서비스 수혜자 증가 등

첫째 일과 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가족친화프로그램’

지역의 복지범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나 둘째 근로자의 생활습관을 개선, 신체적·정신적 건
강을 도모하는‘건강증진프로그램’
, 셋째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전직지원프로그램’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이 제공하
는 복지서비스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59호
발행사항 2013. 2. 21, 24면
키 워 드 야간근로제 폐지, 근로시간 변화, 울산 가족

E
Employment(&
mployment(& F
Family)
amily) Assistance
Assistance P
Program
ro
ogram

임상서비스
임상서비스
•약물남용
•약물남용
•알코올/흡연
•알코올/흡연
•스트레스
•스트레스 질환
질환

경력/경영관리
경력/경영관리 교육자문
교육자문

•정서불안/섭식
•정서불안/섭식
•대인관계
•대인관계
•결혼갈등
•결혼갈등

•직무관리/리더쉽
•직무관리/리더쉽
•직장
•직장 성희롱
성희롱
•시간
•시간.조직
조직 관리
관리
•직장
•직장 폭력
폭력
•갈등
•갈등.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관리 •알코올/약물
•알코올/약물

가족보호서비스
가
족보호서비스

가족생활서비스
가족생활서비스

•아동보호
•아동보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부모님/노인보호
•부모님/노인보호 •청소년
•청소년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혼가족
•이혼가족

•법률/재정/신용
•법률/재정/신용
•부모
•부모 역할
역할
•자녀와
•자녀와 의사소통
의사소통

교육과
교육과 훈련
훈련 / 상담과
상담과 자문
자문

•부부
•부부 대화법
대화법
•자녀학업
•자녀학업
•평생교육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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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미술관,
‘차별성’과 ‘지역성’이 곧 경쟁력
- 국제적 수준의 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방향 연구 | 김상우 |

공립미술관은 지역문화와 예술을 소통시키는 구심점으로

회 전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각 예술인들을 위한

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에게 문화향수를 고취시

지원프로그램 마련,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

키는 토대가 되는 시설이며,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에 대

램과 초청강연회, 동아리 활동 등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발

비한 문화예술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울

전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은 2012년 현재 등록미술관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립미
술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초등학교를 미술관 부
지로 정하고, 2014년 건립을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 목
표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늦게 설립되어, 후
발주자로서의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점으
로서는 후발주자로서 혹은 지방의 미술관으로서 강력한 컨
텐츠로 관객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타 미술관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장점으로서는 새롭게 설
립되는 미술관으로서 기존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약
점을 보완하고 킬러 콘텐츠를 소유한 독특한 미술관으로
그 위상을 확립한다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서 경쟁력을 확
보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울산시립미술관의 기본 컨셉을 기존의 미술관들과 차
별화함으로써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방
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오는 2016년 완공되는 울산시립미술관이 세계적 수준의미
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차별성’
과‘지역 정체
성’
을 동시에 부합시켜야 한다. 스페인 빌바오‘구겐하임
미술관’
이나 프랑스‘루브르미술관’
처럼 현대의 미술관은
‘건물 자체가 곧 예술품’
이 되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
공하듯 울산시립미술관 역시 설계초기부터 국제적 공모나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설립초기 반구대암각화나 고래, 산업단지 등 울산만
이 가진 상징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기획전시를
마련해 차별성을 내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립미술관만이 지닌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
해선 건립과정에서 시민모금운동과 기업메세나 등 지역사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0호
발행사항 2013. 3. 15, 24면
키 워 드 울산시립미술관, 차별성, 정체성

연구실적•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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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4·1 부동산정책’,
울산 재정자율성 보장이 우선
- 취득세 감면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경우 |

박근혜 정부가 2013년 4월 1일 새롭게 발표한 부동산시장

-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시 국고보조사업은

정책은 울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약화시

100%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폐지 시 지방에 이

킬 수 있는 취득세 면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울산시는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 정도
로 여기에 구세(區稅)인 재산보유과세를 합칠 경우 부동산
관련 세수는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양된 국고보조사업은 100% 국고사업으로 전환된다.
- 지역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재정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조속히 전환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현행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개

특히 과거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표했던 부동

발이익이 해당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

산정책들로 인해 울산의 주택·아파트거래량에는 큰 영향

안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

을 미치지 못한 채 오히려 취득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안정성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2011년도의 경우 취득세 50% 감세정책으로 울산의 취득
세가 656억 원 감세되고 이로 인해 예산집행의 혼선이 야
기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이번‘4·1 부동산정책’역시 취
득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울산시 살림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방안 제시 등
합의 선행되어야 한다.
- 취득세는 울산 지방세에 거의 40%의 비중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정
책에 의해 취득세의 세율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취득세율을 종전 4%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시
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로 인해 발
생하는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먼저 제
시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합의할 때에 한에서 세율변경
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울산의“자치재정”
이 고려된 지방세제 개편이 우선이다.
- 부가가치세의 5%로 할당하는 지방소비세를 50%까지 빠
른 시기에 상향조정하고 수도권지역에 편중됨으로 인한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한 일부 지역 조정이 필요하다.
- 법인세도 국가와 지방 간 공동세로 전환하고 배분비율
도 중앙과 지방에 동일한 비율로 귀속하여 울산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세수의 연계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1호
발행사항 2013. 4. 19, 16면
키 워 드 부동산 정책, 취득세 감면,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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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멸(生滅)통계’로 본
울산 신생기업의 생존전략
| 이은규 |

울산지역 신생기업의 절반 이상이 창업 2년만에 문을 닫는

증가에 따라 신생기업의 창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기업생멸

상돼 재취업경로 및 창업분야 다양화를 위한 교육프로

행정통계’
에 따르면 울산지역 신생기업의 50.9%가 창업 2

그램 강화를 통해 특정분야의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할

년만에 폐업하고 창업 5년 후 평균 생존율은 29.2%로 전

필요가 있다.

국에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처음으로 기업의 탄생과 소멸상태를 조

- 구체적 방안으로는‘유급휴가훈련 지원금제도’
,‘전직/
이직 예정자를 위한 사업주 훈련지원제도’등 퇴직자의

사 분석한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울산 신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측의 적극적인 의무이행

생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평균 생존율 향상과 고성장(가젤)

이 촉구된다.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취업·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와 고령자 창업 증가에 따른 신생기

및 고경력 전문인력의 해외취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업의 창업환경 악화에 대비해 ▲재취업 경로 및 창업분야

- 베이비부머 등 준고령자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

다양화 ▲인센티브를 활용한 자발적 기업진단 및 경영컨설

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발굴 등이 있다.

팅 참여로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 제고 ▲
‘(가칭)울산형

➲ 신생기업의 평균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

가젤펀드’조정으로 신생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완화 등의

한 자발적인 기업진단 및 경영컨설팅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협업화·조직화를 위한 동종 및 이종기업 간 네트
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울산 활동기업, 5년 새 21.3% 증가 …
서비스산업 질적 개선과‘고성장·가젤’기업도 꾸준한
증가세

- 창업 후 1년 이내 신생기업의 자발적인 경영컨설팅에 대
해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 금리경감 등 적극적인 인센
티브를 제공한다.

➲ 울산지역 영리기업 중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 컨설팅 지원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등)과 인

있는‘활동기업’
은 2011년 기준 10만 5,627개로 이는

센티브 지원기관(중소기업 울산본부, 신용보증재단, 울산

지난 2006년(8만 7,072개)에 비해 21.3%가 증가했으며

경제진흥원 등)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업종 다양화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이 늘어 서비스산업
의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 또한 광공업(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고성장기업(매출액
과 상용근로자 기준 : ’
09년 95개→ ’
11년 112개, 17.8%

➲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울산형‘가젤펀드(가칭)’
를 조성해 이들
기업에 대한 운영 및 투자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증가)과 가젤기업(매출액과 상용근로자 기준: ’
09년 19

- 상공회의소, 지자체, 관련 지원기관 간 협력과 논의를 통

개→’
11년 30개, 57.8% 증가)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

해 고성장 기업 및 가젤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생기업의 평균생존율 증대와 더

방안을 전담하는 특별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불어 고성장·가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 고성장 기업 및 가젤기업의 운영 및 투자자금 조달을 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지역 창업환경 개선으로 신생기업의 평균생존율 높여
나가야
➲ 울산은 향후 베이비부머 은퇴와 영세한 준고령 창업자

한 울산형‘가젤펀드’조성 등이 있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2호
발행사항 2013. 5. 13, 32면
키 워 드 신생기업, 평균 생존율, 기업생멸통계

연구실적•이슈리포트

울산 중심 중추도시권 설정과
도시발전 방안
| 정현욱 |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중추도시권’설정을 위
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도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대도시권 설정을
통해 부산, 대구 등과 같은 지역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
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울산과 주변지역 간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검
토를 목적으로 최근 5년간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행자
료를 분석한 결과 주변지역에서 중심도시로 이동하는 비중
을 나타낸 직업의존도(통근율)는 양산이 가장 높고 이어 기
장군이 2005년 5.5%에서 2010년 7.7%로 증가했다.
또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중을 나타낸 직
업점유율(역통근율)은 경주가 8.0%(2005년)에서 9.0%
(2010년)로 증가해 울산은 지난 5년간 양산과 함께 경주·
기장과의 기능적 연계가 강화되어 울산 중심의 대도시권(중
추도시권)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울산과 인접지역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북구에
주거하며 직장은 경주 외동에 두거나 혹은 양산·기장에 주
거하고 직장은 울주군에 두는 형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울산대도시권’발전을 위해선 울산 북구에
주거·교육,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주거중심지로 육성하고
경주 외동 지역은 산업기능을 강화하거나 울주군 웅촌에
위치한 고연공업단지의 재정비 및 도심과 외곽경계지역의
주거기능 보강 등 중심기능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새정부의‘중추도시권’설정에 앞서 ▲시·도 경계를
넘는 도시권 설정 전제 ▲기존 광역경제권의 확대 개편 ▲
다양한 도시권 형성을 위한 중복권역 인정 ▲도시권 특성
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고려 등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
하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3호
발행사항 2013. 5. 20, 28면
키 워 드 중추도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지역행복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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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시설 공급과 수요,
‘균형있는 조화’가 필요하다.
- 문화시설 공급·수요,‘지수화’ 통한 7대 도시 간 비교 분석 | 이재호 |

문화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공
급을 우선으로 할지, 아니면 수요를 먼저 고려해야 할지 여
부를 판단, 적절한‘조화’
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문화기반시설의 개수로 대표되는‘공급’
과시
민들이 문화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파악하는‘수요’
를 수치화시켜 표준화된 지수를 통해 비교, 분석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기반시설과 시민들이 이들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상대적인‘문화지수’
를 산출해 7대 도시 간
비교는 물론 공급과 수요간 차이를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
고 있다.
울산의 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문화기반시설의 공급은
0.28, 시설 이용자를 나타내는 수요는 0.41로 상대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약 0.13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0’
을 기준으로 볼 때 7대
대도시 가운데 서울(0.19)과 광주(0.30), 대전(0.70) 등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시민의 편익은 예상되는데 반해 공
급 과잉에 따른 운영유지 비용 부담 등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
반면 울산은 부산(-0.23), 대구(-0.50), 인천(-0.14) 등과
함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다소 부족해 향후 문화 관련 정
책을 펼쳐나가기 앞서 타 도시와의 문화경쟁에서 비교 우
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면밀히 검토,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4호
발행사항 2013. 6. 14, 16면
키 워 드 문화시설 공급, 문화시설 수요, 문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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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신속·적극·파격’ 3박자 갖춰야
| 강영훈, 이은규, 이경우 |

울산의 외국투자유치 전략이 단순 고용창출과 조세 증대

미국과 중국은 모두 지방정부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등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과 같은 혜택에 발 벗고 나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성

일자리 중심으로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한 사례다.

이를 위해‘Fortune Global 500’기업 중 일정한 선별과

- 이를 토대로 울산도 외자유치 관련 의사결정이 신속히

정을 거쳐 잠재적 핵심기업을 타깃으로한 전략적인 기업분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능을 강화하는

석과 투지유치 정책을 구상할 수 있다.

한편 현금보조제도와 같은 탄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반도체

고 SOC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국내 공장 유치를 성공시킨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토대

활성화 방안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

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유치 노력과 외국기업에

- 또한 중앙정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외국

게 신뢰감을 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인 투자전담기구인 Invest Korea 등과 유기적 연계를

요구되고 있다.

강화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절차 표준화를 통한 외
국인 투자고객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특화된 산업단지, 연구 지원시설·인력공급 등 최적의 외
국인 투자환경 갖춘‘울산’

- 이 밖에도 신흥국을 대상으로 지분·합작 투자 형태의 외
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해

- 2012년 기준 울산의 외국투자 현황은 총 25개국 121개

외 기업대상 홍보활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In-

업체 38억 2,800만 달러(누계)로 지난 2008년 금융위

vest Korea에서 운영 중인 GAPS(Global Alliance

기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2011년에는

Project Series)사업을 적극 활용)

화공분야에서 6억 5,600만 달러의 사상 최대 해외투자
가 이뤄진 바 있다.
- 국가별로는 일본, 유럽, 미국의 비중이 높고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및 기계의 비중이 높다.
- 울산은 자동차 관련 산업이 중심이 되는‘길천산업단지’
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전지산업거점 단지인‘High
Tech Valley’
,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사업 등 맞춤형 투
자유치가 가능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또한 울산정밀화학센터, 한국화학연구원 등 공공연구기
관과 250여 개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있고 UNIST와
울산대학교에서 매년 3,000여 명의 자동차, 조선, 화학,
에너지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어 기업 R&D
를 위한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
● 울산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신속·적극·파격’3박자
가 핵심
- 현대·기아차 공장과 삼성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한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5호
발행사항 2013. 6. 28, 24면
키 워 드 울산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외국인투자, 맞춤형 전략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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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울산공항,
‘공원화 사업’으로 활력 되찾아야
- 울산공항 지역친화시설 활용방안 | 권태목 |

KTX울산역 개통 이후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 개발해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울산의

울산공항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해 공항주변을 공원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여 울산공항 활성화에

으로 조성, 지역친화시설로 변화가 요구된다.

기여할 수 있도록 집객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갖춘 울산공항이 주변
환경을 활용한 공원으로 개발되면 뛰어난 접근성으로 공항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관문경관 개선에도 상당부분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타 구·군보다 상대적으로 공원면적이 부족한 북
구지역에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춘‘공항공원’조성으로 울
산의 새로운 이색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돼 장
기적 관점에서‘공원화 사업’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다.
●‘비행기’
를 모티브로 한 공항공원,
볼거리·즐길거리 넘치는 이색‘관광자원’
- 비행기의 이착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활주로 전망대와
전시관을 갖춘 김포공항은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단위 관
람객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활주로 주변에 철망
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개방한 제주공항은 그 자체만으
로 관광자원화가 된 사례다.
- 일본의 오사카 국제공항, 타카마츠 공항, 센다이 공항 등
은 주변에 휴식과 유희, 교육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
원으로 조성해 연간 2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찾는 이색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 울산공항, 지리적 장점 살린‘공원화 사업’장기적 검
토 필요
- 울산공항도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담장을 철망으로 바꾸고 시각적
개방성을 높여 공항자체의 이미지는 물론 관문경관을 개
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공항청사 옥상 등을 활용한 전망대를 조성하는 등
이용시설을 확충해 지역민들이 찾는 친화시설로 공항 인
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공항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북구 대표공원으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6호
발행사항 2013. 7. 12, 24면
키 워 드 공항공원, 공항활성화, 지역자원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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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사회서비스’로 일자리창출/
보편적 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윤형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는 최근 보육문제와 핵가족
화,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울산형 사회서비스’
, 시장경쟁력 갖춘 사업 발굴과 서
비스 품질관리가 성공적 안착의 열쇠

대응하기 위해 아동인지능력 향상,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

-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의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인·노인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를

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장애아동재활과 문제행동아동

포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빈곤층을 넘어 중산층

조기 개입, 노인돌봄 등과 같은 유망분야를 발굴, 육성해

이상의 보편적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과 정책지원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크고 일자리

- 또한 민간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창출의 잠재력이 높아 최근 5년 사이 관련 취업자가 63만

위해 사업설명회와 전시회, 발표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

명 이상 급증하고 이용자와 관련 예산, 제공인력·기관 등

어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에서 적게는 2.7배, 많게는 4.2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대상별, 소득별 특색에 맞는 사업내용 다양화로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비중이 더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욱 높아져 2011년 사회서비스에서 창출된 전체 14만 4,208

-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의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에

개 일자리 가운데 5만 9,260개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

게 편의성과 권리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대상을 기존 저

로 만들어졌으며 이 가운데 84.8%가 경력단절여성, 결혼

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이주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로 제공됐다.

한편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처 및 인력의 발굴·육성과 신

특히 지난 5월 1일 울산발전연구원 내‘울산사회서비스지

규 서비스 개발 및 운영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전담기구

원단’
이 출범, 지역의 특성과 시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서비스 관리체계를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구축해야한다.

이에 따라 울산도 보편적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
한‘울산형 사회서비스’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울산, 올해 20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으로 120
개 신규 일자리 창출
- 울산시는 올해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과 맞
춤형 재활보조기구 랜탈사업,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
서비스 등 20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78개 제공기
관에서 약 7,000여 명의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는 지난 2012년 대비 예산은 3억 원, 사업수 7개, 제공
기관 수 6곳이 늘어났고 특히 12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
출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또한 울산의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및 예산실적은 2011
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전국평균 대비 3~4%p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7호
발행사항 2013. 7. 26, 28면
키 워 드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편적복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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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농업용저수지,
‘水자원’으로 진화가 필요하다
- 농업용저수지 효율적 활용 방안 | 김석택 |

도시화·산업화로 제 기능을 잃고 있는 농업용저수지를 친

- 수질이 양호하고 용수가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저수지

수공간조성과 상수원 이용 등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는 농한기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

방안이 요구된다.

형 산불 등 화재발생시 소방헬기의 소방용수로도 활

울산지역 농업용저수지 368곳 중 울산시와 각 구·군이 관

용 기대

리하는 283곳의 절반 이상이 조성된지 60년 이상된 노후

- 도심과 인접한 농업용저수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

시설로 안전문제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주거지

위조절을 통한 홍수대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채워져 있

조성으로 농경지가 줄어 농업용수 공급의 원래 기능이 퇴

는 물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흐르게 해 하천 건천화를

색돼 가고 있다.

막는 환경유지수로 활용 가능함

이에 따라 울산관내 농업용저수지를 수상보트장 설치 등

- 울산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역 농업용저수지에 대

휴식·위락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질이 양

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저수

호한 저수지는 농한기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지 활용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
또한 준설과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유효저수용량을 확보
해 집중호우 시 홍수를 대비하는 재해 예방시설로 조성하
고 하천 건천화를 막는 유지수로도 이용할 수 있어 지역의
또 다른 수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휴식과 레저 등 친수공간으로 진화하는‘농업용저수지’
- 광주의 풍암저수지와 경기도의 백운호수, 반월호수 등
은 당초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이후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감소로 당초 기능을 잃어 공원
과 위락시설 등이 조성돼 지금은 관광·휴양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울주군 구못저수지, 남구의 옥동저수지, 중구의 태화
저수지 등 울산지역의 농업용저수지들도 최근 근린생
활시설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휴식과 레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농업용저수지, 지역‘水
자원’
으로 활용도 높여야
- 우선 울산지역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
사를 벌여 본래기능이 가능한 저수지는 준설이나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용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계지
역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상보트 등 레
저용이나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8호
발행사항 2013. 8. 9, 16면
키 워 드 산업화, 저수지활용, 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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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해법,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있다
- 도시재생 위한 ‘울산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용방안 | 이주영 |

최근 도시 재정비 사업이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벗어나 쇠퇴한 도심의 지역자
원을 활용해 허물지 않고 되살리는‘도시재생’
이 주목받고
있다.

● 울산, 도시재생을 목표한‘커뮤니티 비즈니스’발굴, 활
용해야
- 울산도 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 및 주거
환경 개선형, 공동보육·공동교육형, 마을부엌·로컬푸드

이러한 도시재생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공동체 회복을 통해

형, 문화·관광콘텐츠형,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형, 지역

쇠퇴한 도심을 물리적으로 복원하고 사회·경제적 기능 회

산업육성형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마을기업의 사업유형

복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이를 위해‘커뮤니티 비즈

을 개발, 이를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니스’
의 활용이 가능하다.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회

- 예를 들어 중구 우정동과 남구 야음동, 동구 일산동 등

적, 경제적, 환경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원리를

주택노후도가 큰 지역은 노인 및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상가가 밀집한 중구 태

는‘지역순환경제활동’
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

화동·우정동지역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

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울산도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주민

비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또한 중구 학성동·병영동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

이 중심이 된‘울산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를 발굴, 이를 적

역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투어상품을 운영하거나 동

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네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마련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
대되며 공동주택이 밀집한 남구 무거동·신정동 일원은

●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재생의‘화수분’

마을부엌, 공동육아, 환경개선사업 등의 커뮤니티비즈니
스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40~50년 된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
은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사업이 중단되자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기업‘동네목수’
를 설립해 노후된 주택을
스스로 유지보수하고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물리
적 복원과 경제적 재생을 동시에 이뤘다.
- 서울 은평구 산새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
업 ㈜두꺼비하우징은 전면철거를 통한 도시재개발에서
벗어나 노후된 단독·다세대 주택을 유지보수·관리하고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모
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 이 밖에도 대구와 부산, 대전 등 국내 주요 대도시에서
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보육,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관광콘텐츠 육성 등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한 마을
기업을 통해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고 있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69호
발행사항 2013. 8. 23, 24면
키 워 드 도시재생,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민주도형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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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전하는 도서관,
‘울산형 휴먼아카이브’ 구축 방안
| 박혜영 |

지식 나눔의 대표 공간인 도서관은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

●‘산업기술·생태/환경 가치·문화유산’등 지역 대표

게 모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소통’
을 매개로 지

‘콘텐츠’
,‘울산형 휴먼아카이브’
로 활용가치 높여야

역 주민과 마을의 중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소

- 울산은 지난 2011년 지역 도서관 이용 시민이 24.4%에

통의 중심에는‘사람’
이 가진 지식과 기술, 삶을 통해 얻

불과하고 이용목적 역시 문화적·지적 나눔으로 활용하

은 경험을‘휴먼북(Human Book)’
이나 기록물 등의 콘텐

기 보단 독서실의 대체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

츠로 활용해 직접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도서관

- 특히 울산은 올해 옥현유적전시관이 공공도서관화 되고

(Human Library)’
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울주 선바위도서관 신설,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 등 공공

이에 따라 울산도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우수한 산업기

도서관이 확충될 예정이며 오는 2017년에는‘울산시립

술과 태화강으로 대변되는 생태·환경적 가치, 반구대암각

도서관’
건립을 앞두고 있어 지역 도서관이 제 기능을 찾

화와 같은 뛰어난 문화유산 등 지역이 가진 특별한 콘텐츠

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중요한시기다.

를‘사람(Human)’
과 접목시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람의 지식과 기억으로 만드는 도서관,‘휴먼아카이브’
- 휴먼아카이브(Human archives)란 사람이 가진 기술과
삶을 통해 얻은 경험, 전문성 등을 도서관이 보관하는 자
료나 기록물, 콘텐츠로 삼아 이 살아있는 지식을 사람과
사람 간 대화나 멘토링 등으로 전달하는 종합적 지적 소
통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 이러한 휴먼아카이브는‘휴먼라이브러리’
, 즉 사람도서
관으로도 불리며 최근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서울 노원구의‘휴먼라이브러리’
는 350여 명에 달하는‘휴먼북’
을 보유하고 주민들에
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립도서관 역시 기술이나 경험, 능력 등을
가진‘사람’
을 하나의 기록물로 활용해 이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주민 중심의‘휴먼아카이
브’
를 실천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교외도시인 서리(Surrey)의 휴먼라이브
러리는 각 개인이 가진 경험과 기술력, 지식 등을 아
카이브화 해 책처럼 빌려주고 멘토링하며 나눔과 공유
의 과정을실천해 가고 있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0호
발행사항 2013. 9. 13, 28면
키 워 드 휴먼 아카이브,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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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울산’,
안전봉사단체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
- 울산지역 안전봉사단체의 효율적 활동지원 및 상호연계방안 | 임채현 |

‘안전도시 울산’구축을 위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지역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자처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활
용방안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봉사란「자원봉사활동기본법」
으로 정해진 15가지 활동

● 안전봉사단체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참여형 안전도시 울산’모델 구축해야

범위 중 범죄예방 및 선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등과 같

- 이에 따라 현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안전봉사단체의 활

이 안전과 관련돼 활동하는 자원봉사를 의미하며 이를 수

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각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행하기 위해 설립된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안전모니터

통한 자원화 및 상호연계를 추진하고‘지역재난 자원봉

봉사단 등과 같은 민간단체를 안전봉사단체로 정의할 수

사활동매뉴얼 등을 수립해 재난사고 발생시 이들 봉사

있다.

자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울산의 안전봉사 참여인원은 최근 6년 사이 1,183배가 급

- 또한 안전봉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증해 안전에 대한 시민 욕구가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단계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자긍심 고

되지만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이들의 봉사활동을 돕는

취 및 저변확대를 위한“울산 안전봉사자의 날”등과 같

지원시스템 부족으로 단체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산업과 안전이 공존하

체계의 한계점과 효용성 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

는 시민참여형 안전도시 울산의 새로운 모델로 변모해

이다.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안전봉사단체의 효율적 활동을 돕기
위한 상호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의 질적 수준 제
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마련, 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를 위한‘울산안전 봉사자의 날’제정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울산지역‘안전봉사활동’
, 최근 6년 사이 급성장 …
효과적 활동 지원으로 질적성장도 동반돼야
- 최근 6년(2007~2012년) 사이 전체 자원봉사 참여인원
이 2~3배 증가한 것에 비해 안전분야 봉사자의 참여인
원은 전국적으로 675배, 울산은 1,183배 이상 급증해 안
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자원봉사로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안전봉사활동을 돕기 위
한 데이터베이스 및 지원시스템의 미흡이나 봉사단체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체계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부
각되고 있다.
- 이는 봉사단체 간 활동의 중첩이나 누락 등 노력대비 효
용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
그램의 한계 등으로 양적 성장에 동반한 질적 성장에도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1호
발행사항 2013. 10. 11, 16면
키 워 드 안전봉사단체, 안전도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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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개선으로
‘여성 안전도시 울산’ 만든다
- 울산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 방안 연구 | 이영란 |

울산지역의 홀로 사는 여성가구 비율이 전체 1인가구의 절
반 수준인 46.6%에 달하는 등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연계된 안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안전정책의 주요한 정책 지향점은 생활환경 개선으로 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전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연적 감시를 제고해야 하고 ② 이미지를 개선하고 ③

특히 여성 1인가구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지역사회가 모두 동참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다세대 주택(원룸)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홀로 사는 여성들의 안전 제고를 위해선 원룸 등 단독주택

이다.
- 울산지역 원룸 밀집지역 내에는 근린공원, 편의점 등이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많아 이를 활용한 안전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도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명을

무엇보다도 공원을 정비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며,

밝히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인적 드문 거리에 주민 통행

산책길 조성 및 야간 운동코스 개발을 통해 주민 통행량

을 유도, 범죄에 대한‘자연적 감시’
가 이뤄지도록 하고 귀

을 늘리고 주변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갓길 동행, 무인택배 서비스, 홈방범서비스 등 치안력 의존

- 무엇보다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은 지역사회의 적극적

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와 이웃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내 자원봉사자원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
책 실행성을 제고하며 안전한 울산만들기에 함께할 수

● 서울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추진 중
- 여성 1인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내·외 주요 도시들
은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안심귀가스카우
트’
와 공공기관이 택배 물품을 대신 수령해 주는‘무인
택배서비스’
, 저렴한 가격으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홈방범서비스’등을 통해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확
보에 나서고 있다.
- 광주시와 경기도 용인시도 방범이 취약한 단독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길과 공원 등의 환경개
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과 오스트리아, 그리스,
미국, 일본 등도 심야시간 여성의 귀가를 돕는 다양한 여
성 안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 울산, 여성 1인가구 거주비율 높은 원룸 밀집지역 중심
으로 다양한 생활안전 개선책 마련돼야
-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보다 원룸형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와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2호
발행사항 2013. 10. 25, 24면
키 워 드 여성1인가구, 안전도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안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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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 중심의 中企지원이 열쇠
- 울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용친화력 제고 방안 | 황진호 |

울산 전체 사업체 가운데 99.9%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일자리의 78.6%를 창출하고 2006년부터

● 개별·독립적인 中企 지원사업,‘고용’
을 매개로 연계·
통합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시켜야

2011년까지 울산 전체 일자리 증가의 70.7%가 100인 미만

- 현재 개별·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시

사업체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원기관 협의체를 중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심으로 역할분담을 도출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역

하지만 울산지역 중소제조업의 생산력과 상대임금은 대기

차원의 고용친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좋은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 또한 지원기관들의 협의체가 지원사업들을 고용친화적

여건을 갖고 있다.

으로 연계하는 것은 향후 추진될‘중소기업 통합관리 시

이에 따라 지역의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창출

스템 구축사업’
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며, 울산지역 중

력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좋은일자리가 확대되도록 기존

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용연계 강화를 공동으로 모색할 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고용’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개별적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 공공경영) 활성화에도 기

으로 운영되는 지원기관과 각 사업의 연계 및 통합관리를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울산지역 30여 개 기관이 추진 중인 中企 지원사업,‘고
용’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울산은 현재 市를 비롯한 30여 개 유관기관 및 단체들
이 창업 및 입지, 자금,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판로 개
척, 경영일반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고용효과를 정책성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지원사업과
유기적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정
량화하고 정책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밝혀‘고용’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특히 고용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안정적으로 정착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고용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고용
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자
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고용연계성 제고를 위
한 기업의 일자리창출 계획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
편 양적·질적 고용효과를 정량화하도록 보조지표를 개
발했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3호
발행사항 2013. 11. 8, 24면
키 워 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고용친화성,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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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살리기 10년,
울산이 이룬 성과와 향후 방향
| 이상현 |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있던 태화강이‘생명의 강’
으로 되
살아났다.
이는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과 2005년 수립된

● 태화강 살리기, 울산시와 기업·시민이 함께 만든‘기적’
…
앞으로 시민‘삶의 질’
을 담은 새로운‘태화강 마스터
플랜’
마련해야

‘태화강 마스터플랜’
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태화강 살리기

- 태화강 살리기 10년의 성공요인은 울산시와 지역 기업

를 위한 울산시와 기업체, 시민 모두의 땀과 노력이 거둔

체, 시민 등이 에코폴리스 울산선언과 태화강 마스터플

결실이라 그 의의가 더욱 남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랜이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정책권자의 강

특히 태화강은 10년의 짧은 기간 동안 6등급 수질이 1등급

력한 추진력과 지역구성의 참여와 지원, 시민사회의 지

으로 개선되고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700여 종이 넘는 동·

속적 환경지킴이 활동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의‘보고(寶庫)’
로 탈바꿈했으며

- 앞으로의 태화강 사업은‘생태도시 울산’
에 부합하는 지

70%가 넘는 시민이 만족하는 생태도시 울산의 대표 아이

속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의 문화와 역사 중심지로 태화

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강을 만들고 주변 도심과 주택지의 상호 연계를 고려한

과거 태화강 살리기 사업의 주목적이 수질개선과 시민 휴

포괄적 개념의‘태화강 워터프론트’사업 등과 같은 미

식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태화강은 울산의 역
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
로 발전적 변화가요구된다.

래를 보는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태화강 살리기 사업 10년의 시행착오와 경험
을 바탕으로 태화강의 문화와 역사, 정체성을 담아 시민
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비전과 목표의 태

●‘태화강 살리기 10년’
,

화강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생태가 숨 쉬고‘시민이 찾는 江’
으로 변모
-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국·시비는 포함 총 9,014
억 원이 투입돼 유입 오염물질을 차단, 처리하는 하수처
리장 확충 및 관거 정비사업, 하천내부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퇴적오니 준설사업, 하천 건천화를 막는 유지용수
확보사업 등으로 진행됐다.
- 그 결과 태화강 수질은 1996년 BOD 기준 11.3ppm으로
6등급 수준에 머물다 2007년부터 BOD 2.0ppm 이하의
1등급 수질을 유지하게 되었다.
- 또한 2010년 기준 어류 64종, 조류 127종, 식물 486종
등 7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시작된 연어 회귀도 592마리로 크게 늘어나는 한편 국
내 멸종위기 190종 가운데 31종이 태화강에 서식하는 것
으로 확인됐다.
- 특히 올해 울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 시민 72.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태화강 살리
기 사업 전인 지난 2004년 만족도 8.7%보다 8배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4호
발행사항 2013. 11. 22, 16면
키 워 드 태화강, 도심하천, 생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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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 촬영지 울산,
새로운 ‘도시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해야
| 김상우 |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소마케팅에 의해

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유도해 마케팅 효과를 높여 나

장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며, 장소 마

가야 할 것이다.

케팅은 영화나 TV 드라마 등과 같은 영상물 촬영지원 형
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울산은 지난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MBC 주말 특
별기획 드라마‘욕망의 불꽃’
과 2012년 8월~12월까지
MBC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메이퀸’
의 주요 촬영지로 촬
영지원을 했으며, 최근에는 2001년 개봉 당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관객 800만 명 이상을 동원했
던‘친구’
의 속편‘친구2’
의 주요 촬영지로 선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영상물 촬영지원을 통한 울산 마케팅의 효과
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울산은 지난 2012년과 2010년에 각각 방영된 TV드라마
‘메이퀸’
과‘욕망의 불꽃’
의 촬영장소로 전국에 알려지며
방송과 신문보도, 관광수입, 촬영장소 제공 수익 등으로 72
억 5,195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두 드라마의 주요 촬영지였던 대왕암과 일산·주전해
수욕장, 현대중공업, 간절곶 등은 방문 관광객이 드라마 방
영 전보다 31만 5,482명이 늘어나 영상매체의 촬영이 관
광객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울산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친구2’
도 지난 11월개
봉이후 최근까지 300만 명(2013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관
람객이 찾으면서 울산이 새로운 영상물 촬영지로호평을 얻
었다.
울산의 장소마케팅을 위한 영상매체의 촬영지원 방안은 다
음과 같다.
영화보다 상대적으로 매체 접근성과 대중성이 높아 홍보효
과가 더 큰 드라마를 중심으로 촬영장소 제공 등 지원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또한 영상물 제작 관계자를 대상으로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써 울산을 적극 알리고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제작발표회
를 지역에유치해 도시홍보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관광효과 창출을 위해 드라마 촬영지
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방영되는 드라마와 영화에
울산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이 큰 건물이나이정표 등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5호
발행사항 2013. 12. 20, 24면
키 워 드 영상촬영지원, 지역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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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계간지
「울산발전」

울산의 당면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울산’의 대표적 종합 정책 정보지를 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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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9 (2013. 4)
기획특집
박근혜정부 출범, 울산의 과제
- 창조경제와 한국경제 향방 /신후식
-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울산광역시의 과제 /오승환
-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울산시의 준비 /박경희
- 박근혜 정부, 여성의 섬세함으로 안전을 말한다 /박영진
지역논단
- 새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와 울산의 대응 방향 /황진호
- 새정부의 노후생활 국정과제 /이윤형
- 새정부 출범, 생애주기별 가족복지가 흐르는 울산 만들기 5년의 주요 과제 /박혜영
- 평생학습도시를 넘어 “행복도시”로 /신기왕
-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 /김상우
- 울산형 통합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과제 /임채현
-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울산의 정책 /변일용
해외이슈
- 일본 엔화 평가 절하의 원인과 전망 /국중호
열린 市政 공감 行政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안정적 정착 /안현철
- 폐자원의 에너지화(Waste to Energy)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송주석
- 친환경 생태공원 하수처리장, 굴화하수처리장 건설을 중심으로 /서인보
- 신 장사문화의 지평을 연 울산하늘공원 개장 /김규석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더욱 발전할 터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김희진

- 명품 도시 울산을 위해 젊은 여성 리더들의 활동 더욱 활발해져야
울산YWCA 회장 문상순

- 창업의 성공열쇠는 ‘여성’ 이라는 자신감
울산에르모소 뷰티아카데미 원장 김민아

해외출장리포트
- ‘일본의 고경력 전문기술인력 활용 현장’을 찾아서 /김상우

연구실적•계간지 울산발전

Vol.40 (2013. 6)
蓮岩立論
-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울산의 과제
기획특집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지역의 과제
- 울산지역의 원전현황 및 안전대책 /노명섭
- 4대 사회악 현황과 정부정책 /신진희
- 울산의 자연재해와 안전대책 /조홍제
-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한 제언 /최성득
지역논단
-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의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김석택
-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의 온라인상의 필요한
정보 내용 연구 /이재호
- 울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서비스가 관광객 만족과 재이용 및 추천에 미치는
영향 /유영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 /이주영
경제동향
- 2013년 1/4분기 경제동향 /정승
해외이슈
- 유로존 위기의 전망과 한국경제 대응과제 /오정근
열린 市政 공감 行政
- 울산대공원 장미원·동물원(앵무천국) 명품화사업 추진 /조형래
- 시민건강을 위한 맑은 대기질 관리 추진 /이경재
- 창조적 도시공간 형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추진 /이백호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 4대 사회악 척결을 통해 울산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어 나갈 것
울산지방경찰청 김학배 청장

- 안전도시 울산, 경제적 위상 걸맞는 높은 안전의식이 출발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 권혁면 원장

- 근로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으로 산업재해 원천 차단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 문대인 공장장

해외출장리포트
- 산업기술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연구 출장보고서 /권태목
- 미국 텍사스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견학 /임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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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1 (2013. 9)
蓮岩立論
- 울산항 50년史, 그 속에서 찾은 ‘울산의 미래’
기획특집
<울산항 개항 50년> “울산항과 도시발전”
-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 가능성과 과제 /서병기
- 북극해항로 활성화와 울산의 대응방안 /홍성원
- 도시발전을 위한 울산항의 역할과 과제 /강영훈
지역논단
- 사연댐 수위조절시 녹조현상 원인물질 변화 예측 /이상현
- 기업도시의 몰락으로부터 울산지역이 배워야할 교훈 /이은규
-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가마을만들기 기법 고찰 /권태목
- 시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만드는 지도, 커뮤니티매핑 /김승길
경제동향
- 2013년 2/4분기 경제동향 /정승
열린 市政 공감 行政
- 「자원봉사 BEST ULSAN」 활성화로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 /이춘근
- 동북아 오일허브 - 울산, 세계 4대 석유물류 중심지를 꿈꾸다 /이금숙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 개항 50주년은 울산항 ‘제2의 도약’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
울산항만공사 박종록 사장

- “양적 성장 거둔 울산항 반세기, 이젠 ‘질적’ 성장에 주목해야 할 때”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박노종 청장

- “울산항은 미래 국가경제의 원동력”
(사)울산항발전협의회 이재환 회장

해외출장리포트
- 일본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 사례를 찾아서… /황진호, 김상우
- 일본 동경도 기후변화 적응관련 정책 및 추진사업 벤치마킹 /이상현, 김희종
- 중국 북경 문화 탐방 /윤복영

연구실적•계간지 울산발전

Vol.42 (2013. 12)
蓮岩立論
- ‘기업 친화도시 울산’ 미래 100년을 향한 초석
기획특집
기업 친화형도시 육성 방안
- 기업 친화형 도시 육성을 위한 울산시 산업입지정책 방향 /서연미
- ‘기업친화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한 지역의 과제 /김철
- 울산의 정주환경(定住環境) 구축을 위해 /한삼건
지역논단
- 울산의 도시발전패러다임의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권창기
- 우정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울산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 /이경우
- 기후변화, 울산농업의 기회로 삼아야... /윤영배
경제동향
- 2013년 3/4분기 경제동향 /정승
열린 市政 공감 行政
- 태화강 철새공원(삼호지구) 정비사업 추진 /이병헌
- 행복한 칭찬을 받는 공직사회를 기대하며 /유형묵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 과학체험과정 /최정환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 “신뢰를 바탕에 둔 파트너십 구축이 울산 투자유치의 첫 단추”
울산시 투자지원단 정호동 단장

- “R&D를 통한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도시 울산 미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이장훈 지사장

- “성장동력 변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는 과도기에 선 울산경제”
한국은행 울산본부 황인용 본부장

해외출장리포트
-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김희종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보호방안을 찾아서... /김석택,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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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울산경제의
窓

울산발전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월간 울산경제의 窓』을 통해 지역
경제 정책 판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정현안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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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 (2013.10)
⇨⃞ Economic Trend (경기)
•9월 울산의 소비자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끼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울산의 제조업체 및 비제조업체는 현재의 경기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
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기는 9월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rade (무역)
•울산의 9월 수출은 석유제품,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감소했지만, 라이베리아와 마
샬군도, 인도 등지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
•석유제품 또한 일본과 네덜란드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울산의 수출품목 1위를 지켰다.
⇨⃞ Production (생산)
•울산의 8월 제조업은 화학제품과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생산이 증가했고, 석유정제
와 전자부품, 기계장비, 선박 등의 생산은 감소했다.
•이차전지와 자동차 부문의 출하가 늘어났고, 기계장비 및 화학제품의 재고는 감소
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7월 생산은 다소 줄었으나, 고용은 많이 증가했다. 온산 국가
산업단지의 고용은 전월과 비슷했지만, 생산과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산업단지의 고
용은 운송장비와 기계 부문이 많이 늘어나며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산
업단지의 고용창출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 Investment (투자)
•울산의 9월 자본재 수입은 동제품과 기계요소, 원동기 및 펌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8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민간과 민자의 토목부문 발주가 늘어나며 건설 수주액이 많
이 증가하고, 아파트와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건축허가가 많이 늘어났으며, 아파
트와 업무시설, 공장 등의 건축물 착공이 증가하였다.
⇨⃞ Consumption (소비)
•울산의 8월 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모두 전월보다 감소하며 대형소
매점 판매액이 전월보다 5.9% 감소했고,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대형마트의
판매액 증가에 힘입어 전월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실적•울산경제의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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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2013.11)
⇨⃞ Economic Trend (경기)
•10월 울산 소비자심리지수는 105로 전월보다 1p 하락했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끼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0월 울산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각각 87, 76으로 전월보다 10p, 5p 각각
상승하며 기업은 현재의 경기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
기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Trade (무역)
•울산의 10월 수출은 전월보다 3.1% 증가하며 7,596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의
수출이 전월보다 13.2% 감소했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對 美∙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월보다 8.1%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전월보다 13.2% 감소했지만, 대만과 네덜란드로 수출을 다변화하며 울산
의 수출품목 1위를 지켰다.
⇨⃞ Production (생산)
•울산의 9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04.8로 전월보다 4.3% 감소했다. 화학제품
(0.5%)과 이차전지(15.9%) 등의 생산이 증가했고, 석유정제(7.9%)와 전자부품(4.7%),
기계장비(19.2%), 자동차(16.5%), 선박(9.0%)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
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06.4로 전월보다 2.2% 감소,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15.8로 전월보다 4.1%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차전지와 자동차 부문의 출하
가 늘어났고, 기계장비 및 화학제품의 재고는 감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8월 생산은 115,164억 원, 고용은 102,014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
교해 각각 1.7%, 4.5% 증가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39,872억 원, 수출은
2,009백만 달러로 전월보다 각각 3.4%, 17.1% 증가했다.
⇨⃞ Investment (투자)
•울산의 10월 자본재 수입은 원동기 및 펌프가 많이 늘어나며 전월보다 23.6% 증가한
72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9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발주가 많이 감소하며 건설수주액이 203,794백만
원으로 전년같은 기간보다 66.5% 감소했다. 종교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증가하며,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1%
증가, 건축물 착공면적은 80.9% 감소했다.
⇨⃞ Consumption (소비)
•9월 울산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전월보다 각각 33.5%, 6.5% 증가하
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799억 원으로 전월보다 17.2% 증가했다. 반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비가 감소해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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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 (2013.12)
⇨⃞ Economic Trend (경기)
•11월 울산지역 소비자들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끼며 앞으
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울산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각각 79, 70으로 전월보다 8p, 6p 각각
하락하며 기업은 현재의 경기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의 경
기 역시 나아질 것이란 기대치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Trade (무역)
•울산의 11월 수출은 전월보다 10.1% 증가하며 8,35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
트의 수출이 對 나이지리아∙싱가포르가 많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0.3%
증가했지만, 자동차의 수출이 전월보다 3.7% 감소했다.
•석유제품은 일본과 싱가포르로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년 동월보다 30.5% 큰
폭으로 증가해 울산수출품목의 1위를 지켰다.
⇨⃞ Production (생산)
•울산의 10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1.7로 전월보다 6.7% 증가했다. 화학제
품(4.7%)과 자동차(9.1%)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석유정제(6.0%)
와 전자부품(47.8%), 기계장비(10.8%), 조선(1.7%), 이차전지(10.7%)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11.2로 전월보다 4.6% 증가,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05.9로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자동차 부문의 출하가 늘어났
고, 이차전지의 재고는 감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9월 고용은 10만 1,889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3.6% 증가
했다.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42,242억 원, 고용은 1만 6,509명으로 전월보다
각각 5.9%, 1.2% 증가했다.
⇨⃞ Investment (투자)
•울산의 11월 자본재 수입은 원동기 및 펌프와 기타산업기계가 많이 감소하며 전월보
다 9.3% 감소한 66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발주가 감소하며 건설수주액이 1,197
억 2,4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8% 감소했다. 공장과 교육연구시설, 공동
주택 등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증가하며,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
다 12.7%, 건축물 착공면적은 112.6% 각각 증가했다.
⇨⃞ Consumption (소비)
•10월 울산 소비는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전월보다 15.9% 감소하며, 대형소매점 판매
액 역시 1,650억 원으로 전월보다 8.5% 감소했다.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비가
감소해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실적
울산
경제사회
브리프

울산이 당면한 경제·사회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등을 담고 있어 정책판단의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정현안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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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6
01 2013년 울산경제 ‘먹구름’ … ‘車·조선·석유화학’ 지역 3대 주력산업 부진 예고
/ 이은규
02 울산, 최근 4년 새 흡연율 감소 ‘전국 최고’ … 금연 도전자 많고 성공률 높은 것이 원인
/ 이재호
03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Vol. 27
01 ‘엔低 쇼크’에 울산 자동차수출, ‘빨간불’
엔화가치 1% 떨어지면 현대車 수출 덩달아 ‘1% 감소’ / 이경우
02 울산, 지역에 남는 대졸 인재 없고 청년층 유입도 매년 감소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해법 / 황진호
03 울산시민 유병률, 2년새 3.4%P 낮아져 전국 ‘최저’
치료일수도 짧아 시민건강상태 전반적 ‘양호’ / 이재호
04 현대車, ‘주간 연속 2교대제’ 본격화 예고
생산직 근로자의 여가생활 ‘다변화’로 삶의 질 향상 기대 / 김상우
05 울산지역 은퇴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4시간 근로 月소득 50만 원’
퇴직자 재취업, 근로시간 줄인 ‘일자리 나누기’가 해법 / 이윤형

Vol. 28
01 울산, 새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추가재원 ‘331억 원’ 부담
복지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난 해소가 ‘선결과제’ / 이경우
02 울산시민 76.8%, “올해 서민살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호전될 듯”
향후 3년간 소비지출도 지속 늘 것으로 전망돼 내수경기 활성 기대 / 이재호
03 울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낮아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정보제공 늘려 사회적 기업 확대해야 / 박혜영
04 출산지원금, 지역 구·군간 재정력에 따라 최대 ‘210만 원’ 차이
정부재정지원 확대 등 균형있는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해야 / 박혜영
05 울산 전통시장, 지역 유·아동 경제교육의 장으로 연계 활용해야
부모와 자녀가 일상 속에서 화폐와 경제체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 이영란
06 울산시민이 바라는 이상적 자녀수, 경제적 부담으로 실제 출산계획과 차이
과도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역할 분담해야 / 박혜영

연구실적•울산경재사회브리프

01 울산 공연·전시, 하루 평균 ‘2.7건’
5년새 2.5배 늘어나 ‘문화도시’ 발판 마련 / 김상우
02 지역 中企 70% 이상, “퇴직 기능장·명장의 기술과 경륜 전수 원해”
은퇴 기술자-중소기업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해야 / 황진호
03 울산, 전공 살린 취업자 ‘3명중 1명’에 불과해 전국평균 못 미쳐
학과 선택 기준, ‘적성’보다 ‘성적’ 우선한 것이 원인 / 이재호
04 성별영향분석 적극 반영된 울산 중구 ‘YES 생활민원처리’, 주민 호응
안전과 생활민원 동시 해결한 구정의 ‘모범사례’ / 박혜영, 이영란
05 울산시민 63%, “경제적 여유 없어 기부 안한다”
대안은 가진 지식과 재능을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가 해법 / 박혜영

Vol. 30
01 울산 지난해 스크린 수 대비 영화 관람객·매출액 ‘전국 최고’ 수준
영화·드라마 촬영지 제공 등 영상산업 활성화 기틀 마련해야 / 김상우·황진호
02 울산시민 66.3%,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필요”
공익성·수익성 조화이룬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검토해야 / 이재호
03 울산 60대 이상 노인, 가장 받고 싶은 복지는 ‘간병서비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차지
/ 이재호·이윤형
04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EPTED)’, 여성·아동 안전의 해법으로
떠올라 / 박혜영·임채현 박사
05 울산 ‘나 홀로 사는 여성’ 62.1%, 범죄 노출위험 높은 ‘다가구 주택’ 거주
외부 침입 막는 ‘가스배관 덮개’ 설치 확대해야 / 이영란·박혜영

Vol. 31
01 울산 유일의 ‘반구산골영화제’, 규모 작지만 호응도 높아
산업·생태 등 ‘울산’을 주제로 한 영화제 키워 문화관광객 유인해야 / 김상우
02 울산지역 청소년 선호 직장 1위, ‘대기업’, 높은 임금·안정성이 주된 이유 / 이재호 박사
03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정 승
04 울산지역 결혼이주여성, ‘편견과 차별’ 많이 느껴 지역사회 참여 넓혀 ‘함께 사는 이웃’으
로 받아들여야 / 박혜영, 김상우
05 울산, ‘늘어나는 다문화자녀, 떨어지는 취학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대비해야 / 박혜영,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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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2
01 울산, R&D분야 연구개발비·인력 증가세 새 정부의 R&D확대 방침에 맞춰 민간 기업
연구원 유치 적극 나서야 / 이은규
02 울산시민, 연령 높을수록 문화생활 참여도 낮아 중·장년층 위한 ‘일상 속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해야 / 김상우
03 울산시민, 가족 외식 평균 월 2회·비용 3~5만 원 수준
3년 전 비해 외식 횟수·비용 늘어 서민경제 비교적 ‘양호’ / 이재호

Vol. 33
01 울산 처용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월드뮤직·재즈’ 페스티벌 국제적 관심높아져
지역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교두보’로 활용도 높여야 / 김상우
02 울산 자영업, 구·군별 업종차 ‘뚜렷’ 지역별 우선 지원업종 선정 등 지원 ‘차별화’ 해야
/ 황진호
03 울산시민,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긍정적' 전국평균 대비 ‘불안’ 비율 낮고 ‘체감안전’
비율 높아 / 이재호
04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정 승
0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 유치, 지역사회 발 벗고 나서야 대안교육·심리상담으로 학교
폭력 등 청소년범죄 예방 효과 / 박혜영, 이영란

Vol. 34
01 울산시민 수질·대기질 등 환경체감 만족도, 6대 도시 평균 웃돌아
시민 만족도 3년새 꾸준히 높아져 ‘환경도시 울산’ 피부로 느껴 / 이재호
02 울산, 공연장 1곳 당 평균 관객수 4만 명 이상으로 7대 도시 ‘최고’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관객 ‘인기몰이’ / 김상우
03 울산시민, 3년 전에 비해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긍정적’으로 변화 특히 20대 미혼자
절반 이상, “국제결혼 거부감 없다” / 이재호, 이윤형
04 울산시·구·군, 주민편의 행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적극 반영 性 차별 없는
‘여성친화도시’ 앞당긴다 / 박혜영, 이영란
05 울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올해 여성·가족 등 각 분야 전문성 강화
‘양성평등’ 위한 지역 정책의 효율성 높일 것으로 기대 / 박혜영,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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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울산, ‘가정법원’ 조속 설치로 사법서비스의 질 높여야 7대 도시 중 이혼재판 증가율 가장
높고 판사 1명당 인구 수도 가장 많아 / 박혜영
02 울산시민이 꼽은 사회불안요인, 3년 사이 ‘경제위기’에서 ‘범죄’로 변화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네트워크 구축으로 치안역량 높여야 / 임채현
03 울산, 오는 2035년 1인 가구 중 홀로사는 노인 41.2%로 ‘급증’ 늘어날 독거노인의 빈곤·
질병·고독 등 ‘3苦 문제’ 대비해야 / 이윤형
04 ‘가정위탁보호제도’, 부모 이혼·빈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 ‘울타리’ 위탁
가정 발굴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련해야 / 이영란
05 울산 다문화가정 이혼 매년 증가세, 주된 원인은 ‘부부간 성격차’ 문화차이로 생기는
오해·편견 극복해야 / 김상우
06 울산, 부모 노후생활비 자녀 의존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감소세 / 이재호

Vol. 36
01 S-OIL, 공장부지 문제 해결로 내년 울산에 3조 원 규모 신규투자 경우 지역 총생산유발
액 1조 6,500억, 일자리 창출 1만 2,700여 명 파급효과 발생 기대 / 정 승
02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울산 석유거래소 설립 ‘탄력’ 기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듯 / 이은규
03 울산, 싱가포르 P&G 본사유치 사례 본받아 ‘해외투자유치’ 정책 선회 필요
화학·車 등 전략산업의 ‘연구핵심시설’ 조성으로 외국기업 관심 유도해야 / 강영훈
04 울산시민 절반이상, “지역 종합병원 만족”
반면 소규모 병·의원 만족도는 2년 전 보다 다소 낮아져 / 이재호, 이윤형

Vol. 37
01 울산의 미래 먹거리 ‘전지산업’, 2년새 생산지수 2.6배 이상 늘어나 '폭발적 성장세'
오는 2020년 20조 원 생산목표 조기달성 ‘청신호’/ 정 승
02 울산 공연시설, ‘관람객 편의성’ 전국 최고 수준
입장권 인터넷판매·회원제·장애인 전용석 등 관람객 중심의 편리함 갖춰 / 김상우
03 울산, KTX역세권·반천산업단지 등 신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도입 검토해야
/ 황진호
04 ‘韓·EU FTA 2년’, 울산 對 EU 수출 줄고 수입 늘어 무역수지 악화
車·조선 등 수출 주력업종, EU시장 개척으로 ‘FTA 선점효과’ 극대화해야 / 이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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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8
01 울산, 100~300석 미만 ‘소규모 공연장’ 늘려 지역 문화역량 강화해야 가동률 높고
접근성 뛰어나 누구나 쉽게 공연 즐길 수 있어 / 김상우
02 울산지역 노인 84%, “자녀로부터 정서적 도움 받는다” 가족관계 통한 ‘정서적 안정’,
고령화시대 노인문제 해결의 ‘열쇠’ / 이윤형
03 울산 마을기업 “양보다 질”, 적은 수에도 ‘전국우수마을기업’ 2곳 보유
일자리 창출·지역소득증대 효과 ‘모범사례’ 꼽혀 / 이경우, 박가령

Vol. 39
01 울산 17개 일반산업단지, 2010년 대비 생산·수출·고용 성장세 ‘뚜렷’ 미래 울산경제의
중심거점으로 거듭날 듯 / 정 승
02 울산지역 문화원·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교육프로그램 할 공간 부족” 시민 문화역량
강화 위해 ‘문화예술 교육공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 김상우
03 울산시민, 환경보호 비용 지불 의향 ‘긍정적’으로 변화 최근 11년 사이 환경비용부담
찬성↑, 반대↓ / 이재호
04 부모가 조합 설립해 운영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 자녀보육의 新 대안모델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공동육아로 주목받아 / 박혜영, 이영란

Vol. 40
01 울산지역 中企·벤처기업, 中企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
상장 적극 나서야 … 원활한 자금 조달 도움 ‘기대’ / 이은규
02 타 지역 실업요인은 ‘일자리 부족’이나 울산은 구인-구직자간 서로 다른 ‘눈높이’가 그 원인
직업훈련·취업지원 정보제공 등으로 숙련도·임금 미스매치 완화해야 / 황진호
03 ‘노인 참여형 보육사업’, 노인 일자리와 보육문제 동시 해결로 ‘일석이조’ 효과 / 이윤형
04 울산시민 49.9%, “집 고를 때 주위환경 우선 고려”
최근 12년간 주택 선택 기준 ‘주위환경·가격’↑, ‘교통편의·주택구조’↓/ 이재호
05 울산,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151개 사업’ 선정 市와 각 구·군 추진사업에
‘양성평등’ 정책 반영 기대 / 박혜영, 이영란

Vol. 41
01 울산 해양플랜트 연관 제조업, 2010년 대비 6.1배 ‘고속성장’
‘제2의 조선산업’ 해양플랜트와 함께 든든한 동반자로 도약 기대 / 정 승
02 울산 10~30대 젊은층, “문화 즐길 공간 늘었다”
광역시 승격 후 공연장·전시실 등 문화기반시설 증가가 요인 / 김상우
03 울산시민 먹거리·일상용품 구매는 ‘대형마트’, 전자제품·가구 살 때는 ‘전문점’
지역 유통업계, 시민 구매패턴 활용한 물품 특화전략 마련해야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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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울산시민, “대중교통, 교육, 의료 등 지역 공공시설 점점 좋아졌다”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최근 6년간 꾸준히 ‘상승세’ / 이재호
02 울산지역 노인 3명 중 1명, “문화여가생활 즐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더욱 확대돼야 / 김상우

Vol. 43
01 울산하늘공원 이용객 96.7%, “시설 이용에 대만족”
장례서비스·청결상태 등 8개 항목 만족도, 모두 ‘최고 수준’ / 이재호
02 울산, 오는 2020년 노인 치매인구 ‘1만 5,000명’ 추산 고령사회 대비해 치매 조기진단과
치매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해야 / 이윤형
03 울산지역 노인 절반이상, “여가생활, 경로당에서 친구와 함께 즐겨” 노인들의 만남과
교류 쉬운 ‘경로당’에서 즐길 ‘여가문화프로그램’ 더 늘려야 / 김상우
04 울산 남구 달동 ‘여성안심마을’, 지정 2개월만에 범죄 큰 폭으로 감소
범죄 취약한 원룸밀집지역 중심으로 안심마을 확대해 나가야 / 박혜영, 이영란

Vol. 44
01 울산 경제·항공 산업 육성위한 ‘지역 항공사 설립’, 시민역량 모아야
기업 비즈니스 지원, 관광산업 활성,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높아 / 이은규
02 울산, 올해 對美 수출액 첫 ‘100억 달러 돌파’ 기대 대내·외 악재에도 車·석유화학제품,
수출 ‘양대산맥’으로 성장 이끌어 / 정 승
03 울산 시민 공공도서관 이용만족도, 지난 10년 간 ‘4배 이상’ 높아져
지역 문화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요인’ / 이재호

Vol. 45
01 울산, 오는 2015년 ‘화장률 90%’ 육박할 듯 ‘울산하늘공원’ 설립으로 늘어날 화장수요
대비 ‘이상 無’ / 이재호, 이경우
02 울산지역 여성, “직업 갖길 원하고 파트타임 근무 선호” 시간제 근로 통한
‘일감 나누기’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높여나가야 / 박혜영, 이영란
03 울산 지난해 이혼 부부의 절반이상, ‘황혼·신혼 이혼’ 울산가정법원 조속한 설치로 이혼
사후관리 등 ‘가족문제 치료기능’ 갖춰야 / 박혜영,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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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6
01 울산 지역기업, 3년 연속 연구소와 인력 등 ‘R&D투자 확대’ 공공부문 연구개발 역량도
높아져 ‘불황 넘어 미래 준비’ / 황진호, 정 승
02 울산 산업계, 극동러시아 개발사업에 전략적 접근 모색해야
북극항로 개발 등에 ‘조선·석유화학 업종’ 연관성 높아 / 이은규

Vol. 47
01 울산시민 40.2%, “앞으로 환경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
1대기, 수질 등 환경 전 분야에서 7대 도시 중 만족도 가장 높아 / 이재호

연구실적
울산
도시환경
브리프

울산이 지닌 도시·환경적 문제를 정책 고객인 시민들에게 빠르고 간결한
메시지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가진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는 정보제공의 창구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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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3
01 울산, 2031년까지 도로수송 물동량 늘어나 화물차량 통행량 ‘연평균 1.43%’ 지속 증가
우회·배후 도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혼잡 대비해야 / 김승길
02 울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높게 나타나 / 유영준
03 울산 산업재해율, 지난 10년간 ‘지속적 하향세’ 보여
지역 특성 고려한 예방 노력으로 ‘안전도시’ 구축해야 / 임채현
04 울산, 겨울나기 힘든 에너지 빈곤층 위한 복지사업 활발
‘사랑의 햇빛 에너지사업’ 등 빈곤층 가정에 온기 전달 / 손영규

Vol. 24
01 울산 유입인구 상당수가 경주 외동·양산 서창 등 특정 인접지에 몰려 있어...
인구 전출·입 통계, 시·도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세부단위로도 파악돼야 / 정현욱
02 울산의 新 랜드마크 ‘울산대교’,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점 개발로 관광자원화해야
/ 변일용
03 에너지 도시’ 울산, 녹색성장과 연계한 에너지 정책 추진 요구돼
분산된 에너지 관련 업무, ‘녹색에너지과’ 통합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 높여야 / 이상현
04 울산, 20년 만에 최대 ‘한파’ … 2~3월 예상되는 폭설피해 대비해야 / 윤영배
05 울산, 근무환경 변화로 근로자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우려
‘자전거-대중교통’ 연계한 도심 교통프로그램 마련해야 / 권창기

Vol. 25
01 생태도시 성공모델 ‘태화강’,세계권위의 ‘지구환경대상’에 도전하자! / 이상현
02 울산의 ‘나 홀로 족’, 상업업무시설 밀집한 남구 삼산동·달동 ‘선호’
연령별·지역별 특성에 맞춰 늘어나는 1인 가구 주거전략 마련해야
/ 정현욱, 이주영
03 시민 58.5%, “울산 동헌 가 본적 없다”
접근성 높이고 적극적 홍보로 ‘도심공원’ 기능 회복해야 / 권태목
04 울산,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공개해 민간에서 활용가치 높여야
서울시, 지난해부터 8개 분야 54개 행정정보 공개해 시민 ‘호응’ / 이주영

Vol. 26
01 울산, 지난해 난방시간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으로
‘7만 4,000톤’ 석유절약 효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결실 거둬 / 이상현
02 연비절감·환경보호의 똑똑한 운전 습관 ‘에코드라이브’,
울산시민 인지도 높지만 참여율 낮아 … 운전자 교육·홍보 통해 참여 유도해야 / 김승길
03 울산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에 자부심 느껴”
울발연, 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으로 직무만족도 더 높아질 듯 / 유영준

연구실적•울산도시환경브리프

01 울산, 빗물·폐수 따로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 보급률 52.1% ‘전국 최고’
생태하천 태화강의 ‘성공 열쇠’ / 이상현
02 태화강변이 펼쳐진 울산의 ‘아름다운 길’, 남산로 등 경관도로로 지정·관리해야 / 변일용
03 울산시민, 향우회 등 각종 ‘지역사회모임’ 참여율 광역시 중 가장 높아 활발한 커뮤니티 속
공동체 의식 향상 기대 / 권창기

Vol. 28
01 울산 출퇴근 근로자, 유입은 ‘양산’ 유출은 ‘경주’ 가장 많아
통근 활발한 경주·양산·기장 연계한 ‘울산대도시권’ 형성 가능성 기대 / 정현욱
02 울산 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15.02㎡로 7대 도시 중 최고
WHO 권장기준보다 1.7배 높아 선진국 환경도시 수준 / 이상현
03 울산의 아름다운 현재 모습 담는 ‘도시경관기록사업’ 체계화해야
사진·스케치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보관하는 ‘아카이브’ 마련 필요 / 변일용
04 도심지 ‘재생’이 새 정부의 핵심과제 울산도 도시재생법 제정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나서야 / 권태목

Vol. 29
01 울산 유치 추진 중인 ‘화학물질안전센터’, 종합방재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각 중앙부처별 대응책 연계한 지역 ‘재난컨트롤타워’로 역할 강화 기대 / 임채현
02 울산 찾는 외국인 절반이상, ‘사업·업무’차 방문 KTX울산역 · 광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 유인해야 / 유영준

Vol. 30
01 울산, 친환경 ‘녹색기업’ 지정 26곳 ‘전국 최고’ 수준
환경경영 선도하는 ‘녹색기업 도시 울산’ 브랜드 인지도 높여나가야 / 이상현
02 꽃과 나무 활용한 ‘녹색마을 만들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의 시작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 높아 / 권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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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1
01 울산,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처리 비율 80.6%로 전국 최고
시민 추가부담 줄이고 쓰레기 처리 대란 ‘걱정없다’ / 김희종
02 울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법규 위반율 5.7%로 전국 ‘최저수준’
市의 지속적 관리와 기업체의 높아진 환경인식 ‘효과’ / 이상현

Vol. 32
01 울산지역 기업, “물류효율화 위해 전문인력 양성” 가장 선호
물류전문 고교·대학 관련학과 신설 검토해야 / 김승길
02 울산, ‘고래·영남알프스·산업·한글·쇠부리’ 등 각 구·군 특성 살린 대표 관광상품 육성으로
‘명품화’해야 / 유영준
03 울산지역 근로자, 타 대도시 비해 가정생활 우선시하는 경향 두드러져
변화된 지역 근로여건 등 특성에 맞는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발해야 / 권창기
04 울산, 공공건축물·학교 시설 내진율 전국 최고 수준
지속적인 내진 보강을 통해 지진 대응력 높여야 / 임채현

Vol. 33
01 울산, 맨홀 뚜껑에 ‘디자인’ 입혀 지역 특색 표현해야
도시미관 개선의 유용한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할 듯 / 권태목
02 울산시, 환경 살리고 자원낭비 막는 ‘녹색제품’ 구매율 ‘전국 1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으로 ‘환경도시 울산’ 실천해 나가야 / 이상현

Vol. 34
01 울산 여름철 집중호우, 최근 10년 새 ‘8월 → 7월’로 이동
7월 평균 강우량 293.6㎜로 50% 이상 ‘급증’ / 임채현
02 울산 거주 외국인, 산업단지 위치한 온산읍·방어동 등 도시외곽 지역 ‘집중’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5%로 가장 많아 / 정현욱
03 아파트 경로당에 모인 택배물품 노인들이 각 가정에 배달하는 ‘실버택배사업’,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의 ‘대안모델’ / 변일용
04 울산지역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의 50% 차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효과적 관리 이뤄져야 / 김희종
05 울산지역 월세가구 95%, “비싼 임대료에 주거비 부담된다”
공공임대·소형 주택 공급확대 등 임차가구 주거안정성 도와야 / 이주영
06 울산, 자동차 보유대수 늘어 교통혼잡비용 연평균 9.11% ‘증가세’
도심교통문제 해결 위한 ‘승용차 공동이용(Car Sharing)’·‘공공자전거’ 도입 검토해야
/ 김승길

연구실적•울산도시환경브리프

01 울산 원도심 중구 중앙동, ‘젊음의 거리’ 조성 등 도심 활성화 노력 적극 알려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노려야 / 권태목
02 고령화 사회 日本, 2010년 이후 노인계층 열사병 환자 ‘급증’
울산도 기후변화에 따른 고령자 열사병 예방책 확대해나가야 / 이상현

Vol. 36
01 울산,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적으나 수돗물 수질은 ‘최고’
市 상수원 보호정책, ‘최소규제로 최대효과’ 달성 / 이상현
02 울산 문화관광해설사, 지난해 보다 ‘직무 만족도’ 더욱 향상돼/ 유영준

Vol. 37
01 울산 찾은 관광객, 방문 前 ‘산업도시’에서 방문 後 ‘생태·해양도시’로 첫인상 변화
/ 유영준
02 울산, 경로당·주민센터 중심으로 제공되는 ‘무더위 쉼터’ 민간시설로 확대해야
전력소비 줄이고 상점 홍보까지 다양한 효과 기대 / 김희종
03 도심 속 울산공항, 국내 15개 공항 중 가장 ‘조용’
항공기 평균 소음 ‘60웨클’로 기준치 이하 / 이상현
04 울산 대표 특산물 ‘서생배’, 버스정류장 디자인으로 활용해야
관광자원·특산물 홍보 / 김승길

Vol. 38
01 울산시민 72.8%, “태화강의 깨끗한 수질과 친수시설 조성에 만족”
‘태화강 살리기 10년’ 노력, 결실 거둬 / 이상현
02 민간임대사업자에 인센티브 주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시행되면
지역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늘어 서민 주택난 해소 ‘기대’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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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39
01 ‘울산용암폐수처리장’, 낮은 처리단가에도 높은 방류수질 유지
전국 155개 폐수처리장 중 ‘수질·경제성’ 가장 뛰어나 / 이상현
02 울산시민과 울산방문 관광객, “페이스 북으로 울산관광 많이 추천” / 유영준

Vol. 40
01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10년, 대기질·수질 등 환경지표 획기적 개선
‘생태도시 울산’이 거둔 성과, 亞 산업도시의 롤모델로 널리 알려야 / 이상현
02 울산, 맞벌이·1인가구 위한 ‘무인택배서비스’ 도입해야 택배물품 도난·분실 막고 경제성
까지 ‘효과만점’ / 김승길
03 울산시민, 홍수피해·화재 등 도심/건축물 재난에 “안전하다” 느껴
5년 후에도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해 체감안전도 ‘긍정적’ / 임채현

Vol. 41
01 울산, 생활·사업장 폐기물 매립률 7대 도시 최저 수준
2016년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매립부담금 최소화 기대 / 김희종

Vol. 42
01 울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4년 연속 ‘전국 최고’
‘폐가스/바이오디젤’ 분야 두각 보이며 전국 생산량의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김희종
02 울산, 주유소 일대 토양오염도 7대 도시 ‘최저 수준’
지난해 검사대상 243곳 중 기준초과율 2.1%에 그쳐 / 이상현
03 울산, 정부의 ‘경관법’ 개정으로 체계적 경관관리 기대 올해 신설된 市 ‘도시디자인과’ 통
해 지역 특성 살린 도시 디자인 탄력 받을 듯 / 변일용

연구실적•울산도시환경브리프

01 울산 ‘녹색성장 추진계획’, 지난 5년간 사업 추진율 ‘95.7% 달성’
탄소포인트 참여·도시가스 보급 등 각 사업별 목표치 초과달성 거둬 / 이상현
02 울산 찾은 관광객, 방문동기 “가깝고 친구·가족과 즐기기 편해서”
부산, 대구 등 인근지역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상품 개발해야 / 유영준
03 울산, 최근 6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전국 ‘최저’
산업도시 특성 맞춘 ‘고압가스 사고예방’에 더욱 주의 기울여야 / 임채현

Vol. 44
01 울산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익에 온실가스 낮춰 ‘일석삼조’ 효과
7대 도시 중 가장 낮은 폐기물처리비용에 폐열 재활용으로 ‘73억 수익’ 거둬 / 이상현

Vol. 45
01 울산시민 73.6%, “환경문제에 관심있다” 5년 전보다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무관심은 낮아져 / 이상현

ULSAN URBAN ENVIRONMENT BRIEF

Vol.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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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마을기업 성과발표 워크숍

2012년 마을기업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 논의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난 1월 22일 오전 10시 울산발전
연구원 4층 U-Campus에서 울산지역 16개 마을기업
대표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2012년 마을기업 성과발표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발표 워크숍은 지난 한 해 동안 마을기업 사
업을 추진해 오면서 쌓아 온 경험과 경영노하우를 서
로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운영과 마케팅 등 사업 전반
에 대해 학습하기 위함이다.
이날 워크숍은 허성용 (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사
무총장의‘차별화 된 마케팅으로 승부하라’
와 노유진
노강의 참 아름다운 세상 대표의‘마을기업의 고객만
족과 서비스 응대’
라는 강의가 진행되었고, 이어 두바

퀴의세상(주) 이현철 대표 등 16개 마을기업들 대표자
가 나서 매출, 고용창출, 마케팅 효과 등의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울산마을기업협
의회 활동방안에 대한 협의와 각 구·군별 담당 공무원
과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03.07
제14회 울산콜로키움

동남권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울산의 대응방안

본원은 경남과 부산의 동남권 행정체제 대통합 논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울산의 공식입장을 공유하고 적극 홍
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본원 회
의실 U campus에서“동남권 행정체재개편 논의와 울
산의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제14회 콜로키움을 개최하
였다.
콜로키움에는 울산대 김재홍 교수가 광역경제권 vs 도

시권 정책논의 울산의 관점에 대한 발표에서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선
진국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소개
하였고, 본원 이재호 박사는 동남권 광역체제에 대한
부산 및 경남도의 생각, 행정체제 논의에 대한 울산의
대응과 모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콜로키움에는 최문규 경동도시가스 고문과 울산시 기
획관리실 및 자치행정과 관계자, 본원 강영훈, 권창기,
정현욱 박사 등이 참석하여 동남권 통합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실적•세미나 및 주요행사

03.22

청년창업페스티벌 및
청년CEO 4기 출범식

울산시 주최, 울산발전연구원 청년창업센터 주관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
리와 옥교동 중앙전통시장에서 청년CEO 육성사업‘창
업 페스티벌 및 4기 출범식’
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출범식 개막행사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
개장식, 창업 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중앙전통시장 상
인회의 시식행사 등이 마련되었다.
출범식 개막행사는 22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앞 특설무대에서 박맹우 시장, 서동욱 시
의회 의장, 김복만 교육감, 하동원 울산발전연구원장,
예비 청년CEO 및 관계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사업성과 영상시청, 4기 예비창업자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울산시가 청년창업지원
시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초기창업자 제품 전시·
판매 매장인 울산청년들의 열정을 파는 가게‘TALKTALK st.(톡톡 스트리트)’
가 개장해 행사기간 동안 오
프라인 매장에서 밴드공연, 창업 강연, 연애특강, 스마
트폰 게임대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제공하였다.

04.24
제15회 울산콜로키움

석유화학단지 재난사고 예방,
‘안전도시 울산’구축의 첫 단추!

울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4월 24일 울산광역시
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석유화학단지 재난사고 예방,
안전구축의 첫 단추’
란 주제의 콜로키움에서 권혁면 산
업안전보건공단 원장은 2005년 12월11일 발생한 영국
번스필드 유류저장기지 화재폭발사고의 예를 들며 울
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안전리더십 부족’
이라고 주장하였다.
권 원장은“당시 영국 안전보건청이 주관해 열린 화학
사고예방에 있어서 최고경영자의 역할에 관한 컨퍼런
스에서는 안전보건의 수준이 회사 규모보다는 최고경
영자에 의해 결정되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높은 안전보건 수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
됐다”
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석유화학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CEO
의 실질적인 안전 리더십과 완벽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이행, 실제사고를 가상한 철저한 대비 및 실정과 같은
훈련이 절대적이다”
고 강조했다.
콜로키움에서는 또 권혁진 한국가스안전공사 본부장이
국내 정유·석유화학시설 현황과 가스사고 사례 및 예
방대책 등을 발표했다.
임채현 울발연 전문위원은“울산시 소방본부 분석결과
국가산업단지 화재 및 폭발사고 중 36%가 기업체의
정기보수 및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
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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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울산녹색성장포럼 세미나

녹색도시 울산의 산림복지 정책
방안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에 환경복지로 향한 정
책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울산녹색성장포럼(공동대표 하동원 울산발전연구원장,
조성웅 울산대 교수)은 5월 3일 오후 2시 울산시 보건
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녹색도시 울산의 산림복지
정책방안’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녹색성장포럼이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는 전 국립산림과학원 구길본 원장, 서울대 환경
생태연구센터 임봉구 센터장을 비롯해 울산지역 산림
녹지관련 시민단체대표, 시, 구·군 관련 공무원, 포럼위
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웅 포럼공동대표
의 개회사, 한진규 울산시 환경녹지국장의 인사말에 이
어 산림정책과 환경복지전략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
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 국립산림과학원 구길본 원장은‘산
림생태계 경영과 전통자연관’
을 주제로 생태적 사고와
자연관에 대해 발표했다.
또 서울대 환경생태연구센터 임봉구 센터장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울산시의 환경복지전략’
을 주제
로 산림복지에 관한 제안 설명을 했다.
한편 인사말에서 한진규 환경녹지국장은“이제는 녹색
도시 울산에서 다양한 산림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전환 할 때”
라며“산림생태계를 이용한 산림자
원의 선순환과 치유의 숲 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 해
줄 것”
을 주문했다.

05.23

울산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센터는 지난 5월 23일부터 24
일까지 이틀 동안 순천시 일원에서 울산시, 구·군, 교육
청 등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평
생교육자원활동가 대표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
산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워
크숍은 울산시 평생교육 담당자와 기관 관계자간의 네
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와 함께 울산지역 평생교육
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였다.

워크숍 첫날인 23일은 전남 순천시 순천문화건강센터
를 양회명 과장으로부터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건강 서
비스 역할을 하는 순천문화건강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
을 듣고 시설견학을 하였다.
이어 이곳 평생교육관에서 국가평생교육원 변종임 본부
장이‘국가 평생교육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
해 새 정부의 평생교육 국정목표와 과제를 소개하였다.
강연에 이어 참가자들은 올해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정책연구조사, 4050청춘불패 프로젝트 운영, 소외계층
교육지원 사업 등을 두고 울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그룹토의를 하였다.
다음 날 24일은 순천시 생태학습 박람회에 참가해 평
생학습 기관·단체 관계자를 위해 마련한‘일상에서 생
태적인 삶 실천하기’
라는 주제의 생태 전문가 초청 강
연회와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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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울산학 콜로키움

울산시 지하보도, 문화와 예술을
입고 ‘소통의 길’을 찾다
본원 울산학연구센터가 지하보도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콜로키움(전문가
회의)’
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에는 울산시의회 서동욱 의장과 박영철 의원,
남구의회 임현철 의원, 울산시와 구·군 문화·시설담당
공무원,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
였다.
울산의 지하보도를 문화·예술이 숨 쉬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울산문화산업개발원 최종환 연구원은‘지하보도, 문화
와 예술을 입고 소통의 길을 찾다’
라는 주제발표에서
7개 지하보도의 지리적·환경적 여건, 주민이용실태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 다음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바탕
으로 창조공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부산의‘또따또가’기획자인 부산문예진흥재단 차재근
실장은‘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커뮤니티’
란 주제
로, 대구의‘문전성시’기획자인 온새미마을 유기정 대
표는‘생명이 떠나는 마을, 생명을 불어넣는 마을공방’
이란 주제로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
였다.

06.1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
법원 울산유치 국회토론회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의원이 주최하고 본원과‘고등법
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
(위원장 정
희권·박기준)가 공동 주관한 울산의 숙원사업인 고등법
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
의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울산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산업수도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사법서비스 혜

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다”
며“이번 국회 토론회는 고
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유치가 왜 필요한지 의
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역설했다.
주제발표에서 울산대 도회근 법학과 교수는 고등법원 원
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국내의 주요 도시간
인구 비교 등을 통해 울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본원 이재호 박사는 해외 법원 배치 사례와 시사점, 울
산시민의 요구 등을 주제로 울산 유치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이어 신진희·윤인섭 변호사, 영산대 장창민 법률학 교
수, 정희권 울산유치위원장 등이 나서 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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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제16회 울산콜로키움

국가경제의 심장 울산,
‘창조경제’로 성장엔진 달자

본원은 지난 7월 12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국가경제의 심장 울산,‘창조경제’
로성
장엔진 달자’
란 주제로 제16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담
당관 박진영 사무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산업
혁신본부 하태정 본부장, 울산시 산업진흥과 관계공무
원,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울산의 창조경

제 적용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박진영 사무관은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 창조경제, 상상력과 과
학기술이 곧 경제입니다’
를 주제로 창조경제의 개념과
구체적 적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태정 본부장은‘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시스템 개선방안’
을 주제로 정부의 창
조경제 배경과 추진방향, 창의적 혁신시스템 발전전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활용방안 등을 소개
했다.

07.23

여성친화도시 울산 만들기
토론회

2013 여성주간(7월 첫 주)을 기념하여 울산여성포럼(대
표 엄순자)이 마련하는 기념토론회가 7월 23일 오후 3
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되었다.
‘울산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
에는 본원 박혜영 여성가족정책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안현동 울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 유명희 울산대
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임명숙 울산시여성정책보좌관,
김은정 경상일보 사회부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
가 없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며 그
혜택이 양성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친화도시 인증
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제1호 익산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9개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돼 왔
다.
참가자들은 어두운 골목길, 미비한 가로환경, 치안 및
방범 시스템 등 안전문제부터 공공건물의 편의성 등 도
시디자인 및 환경의 쾌적성 문제, 다양한 국내외 사례
등을 살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실적•세미나 및 주요행사

10.04
제17회 울산콜로키움

울산의 상징‘市花·市木·市鳥’,
환경·문화도시의 이미지 담아
재창조 한다
울산은 과거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환경, 문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의 상징물을 유지하기 보다
는 현재와 미래의 울산에 맞는 자연상징물을 선정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원은 지난 10월 4일 울산박물
관 2층 세미나 2실에서“울산의 상징
‘市花·市木·市
鳥’
, 환경·문화도시의 이미지 담아 재창조 한다”라는
주제로 제17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
에는 정우규 울산생명의 숲대표가 울산광역시의 상징
물의 현황과 변경에 관한 고찰에 대한 주제로 상징물
지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지양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노양주 학성초 교장은 울산 시화 선정 주

제로 울산시화의 연혁, 1995년 배꽃 선정 이후 변화 등
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 황인석 녹색시민에너지포럼 사
무국장은 정명 600년 기념 울산광역시 상징물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삼호대숲의 백로 서식지 생태 및
최근 개체수 변화, 연간 도래수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후 이병해 울산과학대 학장, 김일배 울산광역
시 자연보호협의회 학술위원장, 박창현 태화강방문자
센터 여울 대표 등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10.15

울산 정명(定名) 600년 기념
심포지엄

정명 600년을 통해 본 울산의 정체성’
을 주제로 한 심
포지엄이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울산시청 시민홀과
국제회의실 등에서 열렸다.
울산시와 본원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훈상 교
수는 기조강연에서 조선왕조 건국과 더불어 추진된 중
앙집권화 정책, 1960년대 공업도시로의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광역시 승격을 현재의 울산을 만
든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는 정명 600년을 울산이 세
계도시로 출발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양상현 교수는 고려시대 김취려, 조선시대 이예, 일제
강점기 박상진의 삶을 들어 상무(尙武) 기질이 강하고
굳센 품성을 지닌 울산의 정신을 설명했다. 이같은 주
제발표에 대해 김강식 한국해양대 교수, 송수환 울산대
교수, 이명훈 고려대 명예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1936년 울산 달리 놀이마
당의 사례를 들면서 전통놀이의 전승방안을 설명했으
며 이에 박성석 경상대 교수, 이상도 울주향토사연구소
장, 정상태 울산문화연구소장이 토론을 벌였다.
성범중 울산대 교수는 울산은 군사요충지라는 특성상
무향(武鄕)의 성향이 강했으나,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
로 유생 교육과 교류가 이루어져 학식과 도덕과 의리
에 바탕을 둔 울산 선비정신이 태동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분옥 울산예총 회장과 신기상 서울과기대
명예교수가 문화예술로 완성하는 도시의 품격과 울산
방언의 특징 및 음운체계에 대해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이부열 외솔기념관 운영위원장, 서진길 울산충의사이
사장, 신춘희 울산이야기연구소장 등 3명과, 김구한 울
산대 아산리더십연구소 연구원, 유필재 울산대 교수, 장
세동 동구지역사연구소장 등 3명이 각각 나섰다.
한편 기조강연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는 하동원 원장,
양명학 정명 600년 기념사업 자문위원장, 시민 등 300
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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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중구는 10월 17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박성민 중구청장,
하동원 울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 도시재생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발전연구원과 도시재생
업무지원 MOU를 체결했다.
이어 도시재생 자문위원 위촉과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가졌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이날 MOU 체결에 따라 도시재생지
원센터 내에 상담사를 배치해 마을기업 창업 및 지원
의 유기적 연결, 마을기업 육성 지원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대학 등 도시재생관
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도시재생 자문위원은 장광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

로 행정, 교통, 환경, 경제, 건축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
로 구성돼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자문위원으로 활
동하고 내년 2월에 도시재생위원회로 전환해 2년간 운
영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자문위원은 도시재생 사업발굴 및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도시재생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되
며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역별 사업발굴을 통
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10.25
2013 동남권 여성발전 대토론회

환경, 생태와 젠더·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본원 주관으로‘환경, 생태와 젠더’
를 주제로 대토론회
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21C 미래를 포괄하는 시대적 패러
다임인 환경과 생태 분야에 여성의 참여와 젠더적 관
점의 접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자리로 올 상반기 3개 시·도 회의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강연, 패널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는
데, 기조강연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이, 패널토의는

박혜영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동서대 김정선 교수 등 패널 5명은 각 분야별 토
의를 진행하였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생태 및
환경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이해 확산 및 지역의
기반을 다지고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동남권 여성계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
겠다”
라고 말했다.

연구실적•세미나 및 주요행사

11.08

제1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울산발전연구원장 하동원
겸임)은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울산대공
원 SK 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제1회 울산평생학습박람
회에 10만여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학습하는 사회! 창조하는 울산!’
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교육청, 구·군, 평생교육기관·단체, 직업능력
개발 및 여성단체, 사회적기업, 학습동아리 등 80개 기
관 106개 팀이 참여했다.
다문화 북아트, 점자 이름표 만들기, 상상북 아트, 천연
염색 체험, 다문화 이해하기, 청년창업, 다양한 비누작
업 체험 및 홍보, 가족앨범 사진전시, 재활용품 만들기

체험 등 평생학습 테마별 90여 개의 다양한 학습 부스
가 운영되면서 가족동반 관람객이 90% 이상을 차지했
다.
SK 광장 주 무대 공연장과 돔 공연장(실내 무대)에서
도 한사랑 silver합창단, 스포츠 댄스, 실버 태권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환경에너지관과 남문 야외광
장에서도 한글백일장, 울산12경 찾기 스템프 투어 등
부대행사도 열렸다.

11.13

미중서부한인상공회의소연합회
상호업무협력 협약체결

미중서부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태형)는 안전행정부가
육성 지원하고 있는 (사)한국마을기업협회와 11월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마을기업협회(회장 김대형)는 전국 마을기업 제품
의 홍보 판매 유통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양 단체는 이날 MOU를 통해 전국 마을기업 제품의 국
내 판매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정종훈 안전행정부 팀장, 정혜
숙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팀장과 (재)울산발전연구원,

(사)길있는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미중서부한인상공회의소 윈다 김 사업본부장은“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사회에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홍
보하고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
마을기업협회 김대형 회장은“이번 협약으로 전국 1천
여개가 넘는 마을기업 제품이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마
련했다. 마을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미국 동포들에게 소
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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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013 국제 철새 심포지엄
울산시가 주최하고 본원, 울산녹색성장포럼, 울산녹색
환경지원센터 주관, 환경부, ICLEI, EAAFP 등의 후원
으로 지난 11월 27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대학교수,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국제 철새심포
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서 히로요시 히구치 동경대 명예교수가‘동
아시아에서의 철새 이동과 보호’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을 하였다.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이기섭 박사는‘울
산의 철새, 떼까마귀와 백로’
, EAAFP(동아시아-대양
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쥬딧 샤보(Judit Szabo) 박
사가‘생태계의위기와 한국의 중요성’
, 대만생태관광협
회 사무국장 빅토르 유(Victor Yu)가‘국제철새탐조관
광의 동향’
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고, 이어 김주홍 울산
대 정책대학원 원장의 주재로 박연희 ICLEI(지속가능
성을 위한세계지방정부) 한국사무소 소장, 최종원 환경
부 자연정책과장, 박병직 한국관광공사녹색관광센터장

등이 토론하였다.
시 관계자는“도심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울산에서 철
새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울산 태화강에는 백로 등 127종의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떼까마귀 5만 2,000여 마리가 겨울
을 나기 위해 태화강을 찾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겨울
철새 센서스 조사 결과 울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겨
울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12.04
개원12주년 기념 심포지엄

100세 시대 준비된 도시 울산,
고령화의 그늘을 희망으로 밝힌다
하성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12월 4일 오후 울산시청 시
민홀에서 열린‘100세 시대 준비된 도시 울산, 고령화의 그
늘을 희망으로 밝힌다’
란 주제의 울산발전연구원 개원 12주
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약
화 등 파급영향을 미리 분석, 노령화사회의 도시관리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교수는 또한 경제·고용 분야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
령구직자 상담·훈련·취업지원, 사회적 기업 참여 등의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분야는 노인주거 최저주거서비스 개념, 도심·전원형
실버단지, 노인복지주택 도입 등을,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는 노후설계프로그램개발, 노년기질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교통·안전 분야는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및 도
로환경 개선, 노령자의 안전 우선을 고려한 도시계획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울산의 대응방안’
을 주제로
발표한 본원 이경우 박사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전직지원

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적 취업지원 강화, 고령자 적합형 일
자리 발굴, 고령화 추세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육성 및 발
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다
양한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복지정책 마련과 고령가
족계층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성화 방안, 노인계층 수요 맞
춤형 정주단지 조성, 친고령자 주택개량사업 추진, 고령운
전자를 배려한 전용주차면 확보 등 고령자의 안전운행을 고
려한 도로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또 이
재정 부산복지개발원 박사가‘부산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방안’
을 주제로 발표하고 임진혁 UNIST 교수가 좌장을 맡
아 울산대학교 김도희 교수와 김재홍 교수, 오승환 교수, 김
창선 좋은일자리 대표, 이종덕 한국은행 울산본부 기획조사
팀장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하동원 원장은 개회사에서“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이 앞으
로 10~20년 사이 맞이하게 될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 지
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비한 대응책을 제
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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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울산안전포럼 창립 심포지엄

울산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대책
지난 12월 6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지역의 안전
과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 시민, 공무원, 포럼위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울산안전포럼 창립 심포지엄’
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울산시가 주최하고 본원이
주관하였다.
심포지엄은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이‘중
앙정부의 안전정책 및 방향’
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이
어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유해화학물질 안
전관리 대책’
, 이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가
‘화학 공장 안전관리 대책’
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 발
표하였다.

이어 서정호 교수(울산과학대학교)를 좌장으로 손광우
실장(SK에너지 안전환경실), 이학성 교수(울산대학교),
이성근 지회장(한국정책개발원 울산지회), 권성근 과장
(울산광역시 안전총괄과) 등이 민·관·산·학을 대표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울산안전포럼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 최초·최대의 석유화학단
지가 자리 잡은 울산지역의 안전을 한차원 높이는 계
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12.11
울산학 심포지엄

울산의 전통놀이문화 매귀악

본원 울산학연구센터는 지난 12월 11일 울산박물관 대
강당에서 울산의 전통놀이문화‘매귀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경신 교수
는 울산의 대표적 전통놀이인 매귀악(煤鬼樂)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
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교수는“울산의 매귀악이 다른 지역의 매귀악 내지
는 농악과 다른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
계의 전문 연구자의 평가와 의미부여가 필수적”
이라며
“최소한 그 방면의 최고 권위자가 자료를 검토하고 그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는 논문이나 저서를 발표해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의 후속적인 검토와 가치 부여가
이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매귀악은 풍물굿의 일종으로 울산의 최초 사찬읍지인

‘학성지(鶴城誌)’풍속(風俗)조에 마두희(馬頭戱), 영등
신(盈騰神)과 함께 기록된 무형문화유산이다.
심포지엄은‘울산 매귀악의 민속사적 가치와 의의’
에
대해 한양명 안동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하고,‘매귀악
복원에 접근하면서’
란 주제로 이상도 울주향토사연구
소장이 주제발표 했다.
이어 서진길 울산예총 고문이 좌장을 맡고 박경신 울
산대 교수, 심용보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 부산지회
장, 이태웅 울산풍물인공동체 회장 등이 나서 종합토론
을 벌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맹우 시장을 비롯해 서동욱 시의
회 의장, 지역향토사연구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심포지엄에서 앞서 내드름 연희단, 타악연희단 천
공, 풍물예술단 버슴새 등이 구성한 연합팀이 식전 공
연으로‘매귀악’
을 재현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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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보행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교통포럼이 공동주최한
보행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이 전국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교통분야 전
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2일 시의사
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안전행정부 정제룡 서기관이‘안
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방향’
을 주제로 사람 중심
의 교통과 교통안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김수희 선임연구원의‘정부 3.0시
대 빅데이터 활용’
,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의‘수
요자 맞춤형 교통운영 사례’주제발표가 각각 이어졌
다.
또 하동익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동의대 신용은 교
수,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 등 전문가들이 보행과 교
통안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12.17

2013년 평생학습활동
성과발표회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울산발전연구원장 하동원

에 대한 보고를 비롯해 지역 3개 대학과 (주)좋은일자

겸임)은 12월 17일 오후 1시부터 울산mbc컨벤션 2층

리가 사업성과를 발표하였다.

아모르홀에서 지역대학과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학습

또 올해 4050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공모로 선정된 울

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공모사업으로 진

산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최해진 사회복지사의 노

행된‘학습형 일자리 지원사업’
과 지난해부터 시행해

인심리상담지도사 과정 운영 및 활동사례 발표 등 11곳

큰 호응을 얻고 있는‘4050 청춘불패 프로그램’운영

기관이 운영성과를 차례로 발표하였다.

성과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신기왕 센터장은“학습형 일자리

이날 보고회는 서울대 한숭희 교수가‘학습형 일자리

사업과 4050청년불패 프로그램은 퇴직자들을 지역사

의 의미 찾기’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이어 학습형

회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나아가 평생학습 활동을 통

일자리사업을 진행한 울산대 김신배 평생교육원 실장

한 평생교육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함으로서 고령화 사

이 노인심리상담사와 방과후 교사 양성과정 교육활동

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다”
고 밝혔다.

연구실적•세미나 및 주요행사

12.19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장관상’수상
울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3년 5월 문을 연 울산발
전연구원 소속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단장 이윤형
박사)이 출범 8개월 만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울산지원단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지
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울산지원단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부문의 예일아동상담
센터(원장 강혜균)를 비롯한 18개 분야 81개 지역사회서
비스 투자사업 기관에 대한 컨설팅으로 부진하거나 시행
하지 못하던 사업을 70% 이상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성
과를 거뒀다. 또한 시, 구·군 담당자들과 함께 상·하반기
중 69차례나 현장점검에 나서 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우
수사례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틀을 제대로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은 울산시와 남구청에도 수상의 영예를 안
기는 보람으로 이어졌다. '2013년 보건복지부 지역자율
형사회서비스 성과 평가'에서 울산시는 우수지자체로 뽑
혀 보건복지부 표창을, 남구청은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보
건복지부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또한 지원단의 김지윤 팀장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리더그룹을 조직한 뒤 이들의 역량을 빌어 사회서비스사
업의 질을 높인 점이 돋보여 지난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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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
공모전 시상식 및 제4기
시민연구원 수료식
울산발전연구원이 실시한‘2013년 전국 대학·대학원

‘IPA분석을 이용한 KTX와 국내항공 이동단계별 서비

생 논문 현상공모전’시상식이 12월 26일 오후 3시 연

스 특성 비교 연구-울산시를 대상으로’
와 울산대 박지

구원 4층 U-campus에서 개최됐다.

홍(경영학과 4)씨 등 4명이 참여한‘울산 내 20·30대

이날 행사에서는 총 2편의 우수작과 2편의 장려상에

의 소비 만족도와 소비 역외유출간의 실증적 분석’2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편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반시

울산대 문지영·허예진(국어국문학과 4)씨는‘태화루를

민을 대상으로 모집했던 제4기 시민연구원들의 활동에

중심으로 한 울산의 관광자원화 방향에 관한 연구’
를

대해서도 우수작과 장려 등 모두 4건의 연구과제를 채

통해 울산지역 전통탁주를 넣어 증편(떡)을 만들면서

택 시상했다. 수상작은 △박성빈 외 2명이 함께 참여한

태화루 신축부지에서 출토된 기와 막새의 문양을 새기

‘하수도 뚜껑 디자인 변화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

면, 태화루를 알리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해

김수진 씨의‘울산형 경력단절여성의 공공형 프로젝

우수작으로 채택됐다.

트’△신정열 씨의‘울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

울산대 오승백(경영학과 3)씨 등 5명이 함께 작성한

안 연구’△손유정 씨외 1명의‘과거와 현재가 공존하

‘중구 원도심 활성화 방안-중앙동 젊음,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연계를 중심으로’
도 도

는 울산을 둘러보다’
가 각각 선정됐다.
논문현상공모 우수상 2편에는 200만 원, 장려상 2편은

시재생이 시급한 중구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

1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시민연구원은 우수작 2편에

로 우수작에 선정됐다. 한양대 도시대학원 최성택 씨의

각 50만 원, 장려상 2편에는 각 20만 원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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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울산청년CEO육성사업
4기 수료식

자동차 용접품질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QNT 김재은 대
표, ICT기반 공원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AROUND의
도용남 대표, 조직경영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ABH 컨
설팅 한아람 대표, 공공미술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STAFF 염승한 대표,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기
전문업체 비전사이언스 윤장효 대표, 재키스피닝 전문
피트니스클럽의 보급을 꿈꾸는 GYM 2.0의 곽창섭 대
표가 주인공들이다.
‘2013년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은 지난 1월부터 2
월까지 두 달간의 신청기간을 통해 총 200팀이 지원,
152개 팀이 최종 선발돼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예비
창업 활동에 들어갔다.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배우는 공
통교육을 비롯해 아이템별로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
한 심화·전문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창업매니저와 멘토
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했다.
올해 152개 팀 중 114개 팀이 창업을 해 38명의 부가
고용이 창출됐으며, 불과 몇 개월 사이 9억 5천여만 원

지난 12월 27일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울산
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주관으로‘2013년 울산청년
CEO 육성사업 수료식’
이 개최되었다.
이번 수료식에는 그동안 울산발전연구원과 지역의 4개
대학이 배출한 청년CEO들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자리
도 마련됐다.
공업탑 3D 조감도를 제작한 나인픽스의 강원구 대표,

의 매출과 25건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
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을 4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그 운영은 본원이
맡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배출된 청년CEO는 현재 약
360명에 달한다.

울산학연구센터

울산학연구센터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와 인물,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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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시대를 살아온
울산 근로자들의 생애사
-근로자로, 아버지로 살아온 인생| 김석택, 이경희, 김영주, 원영미(울산대) |
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업도시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발끈을 벗지 못한 채 출퇴근을 하기

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그 바탕에는 현

도 했고, 산업재해를 목격하기도 했으며, 노동조합활동에

장에서 땀 흘려 일해 온 우리 아버지들이 있다. 우리 사회

참여하기도 했다.

가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생산현장에 뛰어든 아버지들은

생산현장에서 청춘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생애사

야하는 기로에 선 우리 아버지들을 응원하며, 그들이 풀어

에는 한국 산업화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 있다. 우리 아버

내는 생애사에 귀를 기울여보자.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복

지들은 어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창시절은

원해내는‘자기 역사 쓰기’
는 시작점에 있으며, 이 책에서

어떠했으며, 울산에 오기 전에는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

는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일곱 명의 아

울산으로 온 뒤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의 노동 생활에서

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의 이야기가 이후 더욱 많

대부분을 보낸 직장에 취업하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 퇴근 후 어떤 여가 활동을 하였으
며, 가족생활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후 어떤 삶을 계획
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들의 생애사를 그들의 목소리로 복원한다. 산
업화세대로서 한국 산업화의 또 다른 축으로서 그들이 기
여한 역할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
신들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일을 시작한 1970년대는 작업체계나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작업환경 역시 열악한 곳이
많았다.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생활했다. 직장 생활은 그런 것이었기에 후회 없는 것이기
도 하다. 또는 사람대접 받는 작업장을 만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다양한 작업장에서 다양한 노동경험을 한 일곱 명의 우리
아버지들의 생애사가 여기 있다. 농촌사회의 모습을 가지
고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이들은 울산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다른 지역 출
신이기도 하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경우
도 있고, 첫 직장을 울산에서 구한 경우도 있다. 울산에 대
규모 공장이 많은 까닭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서
노동일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노동일을 시작한 때는 울산
에 막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
이었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그들이 있었고, 많은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울산학 2013-01
2013. 1. ~ 2013. 12
2013. 12, 343면
생애사, 퇴직, 노동경험, 생산현장

울산학연구센터

조선시대 울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김석택, 이경희, 김선주(울산대) |
이 글은 조선시대 울산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재현해
내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조선왕조실록』
을 뒤지기 시작했다.『조선왕조실록』
은 그야말로 보물 창
고였다. 임진왜란 같은 조선을 뒤흔든 큰 사건에서부터 지
진, 우박이 내렸다는 사소한 내용까지 없는 기록이 없을
정도이다.
조선시대 울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울산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살았을까, 울산 사람들은 어떤 놀
이에 재미를 느꼈을까, 울산의 부촌(富村)은 어디였을까,
조선시대 울산 최고의 수재는 누구였을까, 등등
『조선왕조
실록』만을 꼼꼼히 읽는다면 울산 사람들의 행적을 낱낱
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조선왕조실록』만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기에
는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일테면‘지진이 일어났
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와 같이끝나는 경우가 태
반이었다. 대다수의 자료는 사건이 일어났다고만 적혀 있
을 뿐, 그로 인한 피해, 사람들의 충격 등은 찾아보기 어
려웠다.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신문 기사를 쓰듯 육하원
칙에 맞춘 기본적인 내용만 서술돼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조선왕조실록』외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
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는 많았지만 신뢰할 만
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토
리텔링에 있어서 1차 텍스트의 발굴과 분석이 얼마나 중
요한 요소인지를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울산을 뒤흔든 사건,
총 10가지 사건을 뽑았다. 울산성 축성과 이주를 둘러싼
갈등, 왜관이 개설되면서 울산 주민이 된 일본인과 울산
사람의 삶, 임진왜란으로 전쟁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야
만 했던 울산 사람들, 하미면을 둘러싼 기장과의 갈등, 진
상과 세금문제로 인한 울산 사람들의 고통과 반란, 200년
만의 과거 급제자의 성공과 귀향의 의미, 효를 둘러싼 풍
경, 간통과 살인으로 비극으로 치닫게 된 가족 등을 살펴
보았다.
부족하나마 이 글을 통해 조선 시대 울산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조금이나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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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공단 인접지역
자연마을의 변화상
-울주군 청량면 화창마을을 중심으로| 류현주(울산대) |

화창마을의 변화상 연구는 큰 맥락에서 화창마을의 역사

상황과도 매우 비슷하여 산업화로 드러난 울산 정체성의

성을 파악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고찰하는

또 다른 단면으로 사료된다.

것은 가장 기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읍지류(邑
誌類) 등 고문헌을 분석하여 마을의 역사를 파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화창마을은 울산의 역사 속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
지하는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과 관련된 기록 또한
풍부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문헌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역
사에 대해서는 마을에 대대로 거주해온 토박이들을 대상으
로 면담 조사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후기 이후 제작된 지도 분석을 통해 화창
마을의 입지적 성격을 살펴보고 마을 변화상의 시각적 고
찰의 시초로 삼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초기
에 제작된 지형도와 지적도 등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고지
도와 대조하여 그간의 변화정도를 개략적이나마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시각자료인 항
공사진을 통해 변화상을 고찰하였다.
한편,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현황으로부터 출발하여 근대
기 이후 변화해온 마을의 변화상을 역 추적하여 지도와 항
공사진으로 분석된 내용을 보완·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
록 하였다.
이번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그 변화를 가시적으로 고찰 가
능한 근·현대기로 하였다. 근대기 이전의 상황은 그 모습
을 유추하기에 사료(史料)가 미약하기도 하지만, 산업화라
는 근대기적 변화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변화상 또한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주요하
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근대기의 지형도와 지적도 등을 통해서 당시 마을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모습이 울산 산업화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다시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
였다.
화창마을을 비롯한 공단인접지역 마을은 공단조성으로 단
기간에 마을이 사라졌거나, 급박하게 도시화를 겪어 단시
간에 인구밀도가 매우 높게 되었고, 그 결과 외부 커뮤니
티 공간이 거의 없이 저급한 건축으로 밀집된 성격을 보
여주고 있다. 이것은 공단과 대치하여 구성된 울산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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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민속놀이 실태조사

| 이상도(울주향토사연구소) |

울산민속에 녹아있는 놀이를 통해 울산의 또 한 줄기 정

영기를 든 대장은 독려할 뿐 결코 영기를 내리고 힘을 합

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줄기는 수관水管을 말

세하지 않는다. 쇠불이 놀이도 전주와 편수, 불매꾼과 쟁

려가며 마지막 거친 숨을 쉬고 있다. 민속놀이의 황폐는

이들의 역할이 명료하며, 이들은 자기 그룹에서 서로를 격

울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통현상이다. 과연 회생 가능할

려하며 최선을 다한다. 넷째, 아이들 놀이는 울산만의 독

까? 그렇다면 시들어가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창성을 잃었다. 이 점은 기록에 인색한 결과물이다. 일제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민속놀이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

강점기 이전까지 울산만의 아이들 놀이가 분명히 있었을

배하는 얼이기에 이 얼이 피폐해진다면 결코 건강하다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기에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외지의 놀이가 들어왔고 이를 여과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본고는 문헌, 구전, 재연하거나 복원된 울산 민속놀이를

선호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전수 조사하여 기록하고, 가급적 재연에 노력을 기울여 민
속놀이가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게 되살아 날 수 있는 가
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전의 보편화된 놀이와 1980년대 이후 울산에
서 발굴, 연출 계승시키고 있는 울산물당기기놀이 등 10
여 종을 소개하는 한편, 윷놀이, 그네뛰기 같이 전국적으
로 시행되는 놀이는 공통적인 방법은 간략히 언급하고 울
산만의 특징을 찾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매귀악의 일부인
등광궐아괘보살을 주제로 편성한 놀이 같은 내용은 정체
성이 숙성된 이후 재론하도록 피했으며
“매귀악 복원에 접
근하면서”
라는 연구로 추록한다.
울산의 놀이를 각각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놀이와 남
자놀이가 월등히 많음으로 여자는 성년이 되어가면서 폐
쇄된 생활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줄치기
나 지게목발장단 같은 내륙의 특징을 보여주는가 하면 돌
깨기 놀이나 후릿그물 당기기 같은 바닷가에서만 가능한
놀이가 있지만, 전국적인 분포를 갖는 놀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면 울산만의 특징도 발
견된다.
첫째, 울산의 놀이는 박진감이 있고, 역동적이다. 순박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이 풀어내는 진실성과 변방의 소외, 중
앙 집단의 징발 특히 왜구의 침략은 울분 섞인 힘을 표출
하고 있다. 둘째, 울산의 민속놀이는 선이 굵다. 이는 거친
파도와 험준한 산세가 만들어 낸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한
다. 셋째, 울산의 민속놀이는 협동적이고, 역할 분담이 선
명하다. 이점은 집단놀이에서 두드러진다. 마두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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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 연구
-지하보도 문화와 예술을 입고 소통의 길을 찾다| 강종진, 최종환(울산문화산업개발원) |
본 연구는, 초기 단계인 울산광역시 지하보도 유휴공간을

는 것이 공론화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지하보도를 활용한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지속가능화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문화예술공간의 성공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도심 내 가용공간의

문에 국내외 성공사례의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지역 내 지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 내 도심지에 해당하는 곳인 공업

하보도와 주변지역의 정체성과 어울리는 무형의 자원콘텐

탑, 문수, 신정, 우정, 성남 지하보도로 연구범위를 제한하

츠를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였다.
보행자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낙후화 되고 음성지대화 되
는 지하보도의 이미지를 문화예술적 가치를 통해 새롭게
구축해 결과적으로는 지역재생 및 공간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예술가의 창작공간과 더불어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유사사례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을 나누어 구분해 보았다.
첫째, 인천 아뜨렛길, 인천 동춘역, 안양 평촌갤러리, 시흥
은행갤러리와 같이 현재 지하보도를 활용한 유휴공간을
조성한 사례를 조사해보았다. 둘째, 부산 원도심 또따또가,
광주 창작스튜디오, 서울 상상마당을 통해 복합문화예술
공간의 성공사례를 조사해보았다. 이를 통해 울산의 지하
보도를 복합문화예술공간의 형태를 지니는 문화예술 유휴
공간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 조사했다.
지하보도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해‘지역’
,‘대상’2가지
범주에서 지하보도 별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았다.‘지역’
에서는 지역의 지리와 장점, 그리고 차별성 등으로 나누었
으며‘대상’
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2010)에 따른 인구구
성과 지역 정체성 등으로 나누었다.
울산광역시 지하보도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은 현재 시작
단계에 있다. 이러한 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지하보도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목적과 의미에 대한 충
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발적이고 주민들의 참여
와 더불어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문화생산이 어우러져 지
역민·예술가 모두가 문화를 생산·소비 할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과 예술가
그리고 지역민의 원활한 소통과 요구(Needs)가 반영되어
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심의 공간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
하보도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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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연구
| 최선일(문화재청), 강미정(중앙문화유산보존센터), 어준일(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
이 글은 울주 지역 사찰에 대한 사찰문화에 관한 다양한

동한 스님들의 삶이나 불교미술품 조성에 경제적으로 후

문헌기록을 종합한 것이다. 울주 지역 사찰에 현재 남아있

원한 세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는 고문서(古文書), 현판(懸板), 금석문(金石文)과 명문(銘

된다.

文), 불화(佛畵) 화기(畵記), 편액(扁額)과 주련(柱聯), 시문
(詩文) 등으로 정리하였다.
울주 지역 사찰의 문헌자료는 최근 문화재청과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현존하는 성보문화재의 불화 화기, 건물 상량
문, 현판 등의 내용을『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울산·경남
Ⅱ』
로 간행한 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울주 지역의 사찰인 석남사(石南寺), 내원암
(內院庵), 인성암(引聖庵), 문수사(文殊寺), 보덕사(報德寺),
석문사(石門寺), 용화사(龍華寺), 간월사(澗月寺), 망해사(望
海寺), 밀봉암(密蜂庵), 시적사(施寂寺), 청송사(靑松寺), 굴
암사(窟巖寺), 화림사(華林寺), 화장사(花藏寺), 운흥사(雲興
寺) 등과 관련 문헌기록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사찰 내에 소장된 문헌은 불교사와 미술사 등에서 폭 넓
게 이용되는 주요한 사료이다. 특히, 불교미술사에서 조성
발원문(造成發願文)과 화기는 제작자를 밝힐 수 있는 중요
한 사료로, 작가를 중심으로 미술사를 접근하는 연구방법
은 양식사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불교미술품이 제작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인 시주자
(施主者)가 언급되어 후원자를 이해할 수 있다. 울주 사찰
에 전해오는 사적기, 현판, 화기, 조성발원문 등을 체계적
으로 조사하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본 글은 각 사찰을 방문하여 개별 문헌기록을 촬영한 후,
기존 보고서와 불화집 등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였다. 새
로 검토한 문헌자료의 원문을 기준으로 이전 보고된 내용
과 다를 경우 각주로 처리하였다.
이후에 편자들은 울주 사찰에 관한 기록을 개인 문집이나
다른 지역에 소장된 기록 등을 찾아 이번에 정리하지 못
한 부분을 추가할 생각이다. 또한 원문의 번역본과 울주
불교 관련 스님과 시주자들에 관한 인명사전을 추진할 생
각이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불교인명에 관한 자료 정리
와 검색(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지만, 그 바탕이 되
었으면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조선시대 활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울산학 2013-06
2013. 1. ~ 2013. 12
2013. 12, 156면
현판, 금석문, 명문, 불화,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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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함께 만나는
울산의 깊은 풍경
| 소래섭, 김정수, 정용호(울산대) |
울산은 불과 수십여 년 만에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했

무시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게 해서 이 책에 담게 된 것

다. 최근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태문화도시를 지

이 열여섯 곳이다. 주요 대상이 된 여덟 곳은 울산을 대표

향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임을 다시 한

할 만하며 관련된 시가 충분한 곳들이다. 매력이 넘치는데

번 증명하고 있다. 이 모두가 그간 울산에 터를 잡은 이들

도 관련된 시가 많지 않은 여덟 곳은‘작지만 깊은 풍경’

의 열정과 노고 덕분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울산을

을 통해 짤막하게 소개했다.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은 여전히 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
도 현실이다.
산과 강과 바다를 비롯한 수려한 자연이 있고 어디에도 뒤
지지 않을 만큼 빼어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지만, 그 진가
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편이다. 비단 외부의 시선만 그
런 것이 아니다. 유입된 인구가 많은 탓에 울산 시민들 중
에도 울산의 자연과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다. 울
산의 자연과 문화와 역사의 깊이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시민
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울산의
색다른 매력에 눈 뜨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울산의 시인들에 주목
했다. 시인은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것을 시적인 것으로 탈
바꿈시킨다. 그래서 시인의 눈을 거치면 익숙한 풍경도 새
로운 발견의 대상이자 매혹적인 공간으로 거듭난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울산에도 탁월한 작품을 선보이는 시
인이 많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울산의 자연과 문화와 역사
에 대해 노래하면서 울산의 깊이를 헤아려왔다. 그들의 작
품을 통해 울산을 시적인 공간으로 빛나게 하고 싶었다. 또
한 울산에도 훌륭한 시인과 예술가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우리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울산을 소개하는 작업들
이 흔히 범하는‘3無’
를 경계하고자 했다.‘3無’
란 무시,
무지, 무리를 말한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일반화되지 않은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기도 한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작고
보잘것없거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깊이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 장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조사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의견은

과제구분
연구기간
발행사항
키워드

울산학 2013-07
2013. 1. ~ 2013. 12
2013. 12, 229면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선바위, 십리대숲, 개운포,
처용암, 망해사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는 울산 평생학습 진흥의 중추적인 추진기구로서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지역 특화사업을 전개하는 평생교육진흥업무와 청년들의 성공
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률 감소에 기여하는 청년창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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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사업

2013년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사업

➲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01

[연구 목적]
● 제3차 국가평생교육 발전계획(2013~2017) 수립에 따라 이를 토대로 법정 계획인 울산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 새 정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추진에 광역지자체 차원의 능동적으로 대처
● 중앙-지역 단위 평생교육정책 추진체제 완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수립
[추진 현황]
● 연구 방법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각종 연구물 분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물 및 정부부처 평생교
육 관련 문헌분석, 울산평생교육 실태조사
- 울산 평생교육 정책 책임자, 평생교육 관련 교수, 교육청 및 구군 평생교육 책임자 등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개
최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 연구 내용
- 거시적 맥락에서의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추진 방향 설정
- 평생교육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국내 평생교육 현황 분석
- 울산평생교육 운영 실태 분석
- 평생교육 담당 전문가 및 실무자 설문 조사 분석
[연구 성과]
● 울산 평생교육 분석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은 전체적으로 구·군을 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등 시민의 평생교육 역량이 잘 구축되어 있음
- 평생교육지원 예산, 공공평생학습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인프라가 부족함. 또한 문화, 고용, 복지 등을 체계적으
로 연계할 행정적 지원 체계가 없어 평생교육 사업이 제한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추진되고 있음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 울산의 평생교육기관은 모두 187개, 프로그램은 약 5000개, 학습자는 약 40만 명으로 조사됨
- 울산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문화예술(67.0%) > 인문교양교육(15.2%) > 직업능력교육(13.3%) 등의 순임
● 울산광역시 비전체계 수립
- 비전 : 시민이 행복한 광역학습도시 실현“100세 시대 행복한 울산 시민을 위한 명품 창조학습도시 ”
- 목표 : ① 메트로폴리탄 학습도시를 선도할 시민 역량 강화
② 학습문화 확산 및 주민 참여 활성화
③ 지역사회의 창조적 평생학습 역량구축
- 전략 : ① 울산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② 공존·공감 울산공동체 조성
③ 지역사회 평생학습 역량강화
④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 울산광역시 비전인‘시민이 행복한 광역평생학습도시’
을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추진전략에 따른 11개 추진과제, 41
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
- 울산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메트로폴리탄 학습도시 선언 등 13개
- 공존·공감 울산 공동체 조성 : 울산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등 8개
- 지역사회 평생학습 역량강화 : 울산광역시 평생대학 운영 등 10개
-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 중고령자 학습나눔 지원사업 등 10개
● 정책 제언
-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수준의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연계체제와 교육행정, 평생교
육협의회를 통한 수평적 연계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시 단위의 평생학습 거버넌스 체제 구축
- 평생교육 전담기구, 행정기구, 심의협의기구, 민간기관, 공공기관 간의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역할정립 및 협력
방안 강구
- 평생학습 거버넌스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 추진 및 역할, 의사결정 방식, 상호협력 방식 등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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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목적]
●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해교육시행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등 문해교육의 진
흥을 위한 시책 마련이 의무화됨
● 문해교육의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추진 현황]
●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국가 정책환경 분석, 문해교육기관,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울산시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통합조사, 울산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학
습경로 1:1 면접조사
- 심층면담 : 문해교육기관의 특징 및 현황, 프로그램 및 강사의 배치, 학습자의 배경 및 참여정도와 문해교육 지
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및 문해교육기관 실무자, 강사를 대상으로 심
층면담
● 연구 내용
- 울산 문해교육 현황
- 울산 문해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 문해학습 기초경로 조사
- 울산 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14~’
18년도)
[연구 성과]
● 울산시 문해교육 중장기 추진과제 : 울산시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5대 사업 영역을 문해교육 기반조성, 문해 인력
역량 강화, 문해교육과정 질 제고, 문해교육기관 활성화, 문해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함
- 문해교육 기반 조성
•문해교육 지원의 체계성,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울산시 문해교육 지원 인터페이스 구축하도록 함
•문해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영역을 기초 조사 영역, 학습자 발굴 영역, 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기존에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문해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광
역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추진과제 : 문해 기초 조사, 문해교육 동행 프로젝트, 문해교육 발전협의회
- 문해 인력 역량 강화 : 문해교강사 전문성 강화
•울산시 문해교육 인재상을 문해 전문성, 지역 전문성, 평생교육 전문성으로 하고, 문해교육 담당자 및 교강사
등이 이에 맞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함
•추진과제 : 문해교강사 고급 연수, 문해교육 지역 워크숍, 문해교육 양성과정 위탁 운영, 문해수석교사제도 운영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문해교육과정 질제고 : 문해교육과정 전문화, 안정화, 특성화
•문해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해서 울산시는 선도적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수 있도록 함
•추진과제 : 문해교육과정 인큐베이팅, 문해교육과정 컨설팅, 지역 문해 콘텐츠 개발과 보급
- 문해교육기관 활성화 : 문해교육 민간 역량 강화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 지원을 통해 문해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민간 문해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울산시는 문해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안정성 보장, 운영 질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함
•추진과제 : 문해교육 거점 기관 지정 및 지원, 문해교육 환경 개선, 문해교육 DB구축 및 정보 제공
- 문해 네트워크 구축 : 울산시 문해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체 학습문화 조성
•문해교육기관 간 자율적 참여와 동조를 기반으로 한 상호 공조체제 구축
•울산 문해교육 전문 역량을 연결, 문해 역량 성장 촉진
•개인과 개인, 기관과 기관,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공명하는 공동체적 평생학습 문화의 조성
•추진과제 : 문해교육기관 네트워킹, 문해교육 교강사 네트워킹, 문해학습 네트워킹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목적]
● 지역 내 평생교육 공급자인 기관 실태 조사에 이어 평생교육 수요자인 개인 학습자의 학습 참여 실태와 학습활동
양상,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제기됨
● 조사수행에 앞서 개인 학습자 차원에서의 조사계획에 평생교육 표집조사 기본틀을 반영하는 표본설계와 조사문항
을 설계함
● 본 조사는 울산광역시 소재 평생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현황과 학습 패턴, 학습
효과, 네트워킹 효과 등을 파악하여 울산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함
[추진 현황]
● 연구 내용
- 2012년 평생교육기관 전수조사에 의한 확보된 모집단에 기초하여 평생교육정책결정에 필요한 공급자 관련 현
안을 연동하여 실시할 수 있는 조사방법 설계
- 수요자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학습요구와 학습패턴 및 학습기회,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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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법
- 조사 설계 : 광역 단위 학습자 조사 영역 및 핵심 문항 개발, 조사틀 설계, 분석틀 구안 등
- 실사 준비 : 설문지 구성, 표본집단 설계 및 협조 의뢰
- 조사 실시 : 평생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학습자 실태조사 실시
- 자료 결과 취합 및 통계 분석
[연구 성과]
● 조사 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 표본 규모 : 총 650명
● 조사 지역 : 울산광역시 5개 구·군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 설문조사 내용

평생학습 참여실태

•평생학습 정보인지 경로
•최근 1년간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
•평생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식·기술 활용 방법
•최근 1년간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영역
•최근 1년간 평생학습 참여 기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능력
•직장의 평생학습 참여 인지 및 지원 여부
•평생학습의 직장 승진 및 성과급 반영 정도
•최근 1년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강료 주된 부담자
•직장·정부·지자체 지원 평생학습 보조금
•최근 1년간 자격·인증 수여 프로그램 참여 여부

평생학습 참여동기 및 학습패턴

•학습 패턴
•평생학습 참여 동기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개인 효과

•능력 신장
•직무 역량 향상
•인성 발달
•적극적 태도 형성
•가족관계, 사회관계, 의사소통 등 사회적 관계 역량 향상
•취업 또는 이직 욕구 형성
•새로운 학습 의욕 증진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커뮤니티 효과

•시민활동, 사회활동 등에 대한 참여도
•동아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참여도
•타인과의 교류
•재능기부활동 참여 의향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자원봉사/재능기부 활동 참여도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소외계층 독서/인문학프로그램운영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적 빈곤층인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주체자로서의 내발적 힘을 형성
하는 근본교육인 독서/인문학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전통적인 경제·사회적 배제집단뿐 아니라 신소외계층, 아동뿐 아니라 성인에 이르는 학습소외계층을 포괄적으
로 수용하여 독서/인문학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추진 현황]
● 진행일정
- 공모 신청서 접수 : 3. 7 ~ 3. 28
- 외부 전문가 공모 심사 : 4. 2 (결과발표 4. 4)
- 선정기관 담당자 설명회 : 4. 9
- 소외계층 독서지원 사업 운영 : 4. 15 ~ 12. 13
[추진 성과]
구분

연번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1

남부도서관

남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234

2

꽃바위작은도서관

재미있다! 우리 고전 읽기

139

3

책사랑작은도서관

장애아동이 뛰어노는 책놀이터

243

4

농소3동도서관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놀이터

24

5

동부도서관

꿈이 꿈틀 도서관에 모여라!
신바람 낭낭송송 아름다운 시낭송

269

6

푸른작은도서관

즐겁고 다양한 도서관 체험여행

150

7

꿈이자라는책마을

책 속에서 나도 시인!

13

8

농소1동도서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독서프로그램

29

9

푸른학교

작가와 함께하는‘책 읽는 교실’

17

10

기적의 도서관

웃음꽃 책향기 가득한“북스타트 실버”프로그램

79

독서

1

공중그네

찾아가는 독서치료프로그램“꿈, 희망, 그리고…”

151

동아리

2

도산독서회

나를 키우는 나

35

독서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

1

울산시민학교

힐링하는 인문학 강좌

78

2

염포양정도서관

나의 자전 에세이“숨결”

20

3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인문학적사고 배양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오감발달 인문학여행”

15

4

미혼모의집 물푸레

Welcome to my home

10

합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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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지원
[사업 목적]
● 지역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사업 추진 유도
● 개별 학습자 대상의 프로그램 추진을 넘어선 지역의 교육역량 집중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활용 및 강화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추진 현황]
● 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공모 계획 : 2013. 2.
● 프로그램 공모 공고 : 2013. 3. (5개 구·군 대상)
● 4개 구·군 MOU 및 보조금 교부 : 2013. 4월
● 프로그램 실행 : 2013. 4. ~ 11. (8개월)
●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 2013. 4. ~ 11.
● 사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2013. 12.
●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수행기관
연번

사업수행 기관명

구군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명

1

중구청

도시‘배움 즐거움 키움’프로젝트

134명

2

남구청

동아리 리더교육 및 활동기반 구축사업

875명

3

북구청

제3대학 재능나눔 프로젝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제3대학의 창의적인 놀이)

135명

4

울주군청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
온가족 창의체험 울주한바퀴

118명

총 학습자

학습자

1,262명

●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개요
-기

간 : 2013. 4. ~ 11.

-장

소 : 4개 구·군 사업수행기관 교육장

-대

상 :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수행기관(중구청, 남구청, 북구청, 울주군청)의 특성화사업 학습자 1,262명

-분

야 : 3개 분야(행복한 가족 만들기, 행복한 이웃 만들기, 행복한 일터(일자리)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을 구
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진행함

-내

용

① 중구청은 도시‘배움 즐거움 키움’프로젝트를 통하여 종가씨앗학교(도시농부, eco-정원)와 괜찮은 도시만
들기 아카데미를 운영함
② 남구청은 동아리 리더교육 및 활동기반 구축사업을 의회상황실 및 14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기초단체의 평생학습 강화와 학습동아리 역량개발과 평생교육전문 자원봉
사자 양성과정을 구청에서 운영함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③ 북구청은 제3대학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통하여 생애설계를 위한 과정과 제3대학 재능나눔 봉사단을 운영함
④ 울주군청은 온가족 창의체험 울주한바퀴를 통해서 울주의 살아있는 자연환경, 숲을 체험학습하고, 사진으
로 기록하여 발표를 통해, 이웃과 나누면서 학습하는 체험을 운영함
[추진 성과]
● 1,262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연속사업으로 추진 및 지역 특화사업으로 확대 가능
● 도시생활 영위와 주민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학습 기반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 내실 강화
●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도시 내에서 주민이 학습을 통해 바로 활동이 가능한 여건 마련
● 학습-활동-봉사-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 및 삶에 대한 해법 제시
● 지역의 자연환경을 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가족단위의 생태 창의체험과 그 체험을 사진으로 담아 가족 사진전
개최

➲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지원사업
[사업 목적]
●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활동
학습동아리를 육성 및 지원함
[추진 현황]
●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역량강화교육과정 운영
-기

간 : 2013. 3. 29(1차시) / 2013. 4. 5(2차시)

-대

상 : 50명(평생학습 자원활동가 리더)

-장

소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5층 대회의실

- 수료인원 : 50명
-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연수과정「더불어 학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분

일시

장소

내용

1차시

03. 29(금) 14:00~17:00

대회의실

평생학습사회와 학습동아리

2차시

04. 05(금) 14:00~17:00

대회의실

평생학습동아리 형성 과정 및 실천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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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동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기

간 : 2013. 4. ~ 12.

-대

상 : 자원활동 평생학습동아리 30개 동아리, 총 463명 지원

- 활동내용 : 노인, 다문화, 청소년, 장애우, 아동 등 학습나눔, 재능기부 자원활동 지원 등
구분

학습동아리명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1

공중그네

내 마음을 열어요

독서 치료, 동화 구연

장애여성,
아동 및 학부모

2

울산청소년지도상담
봉사단

happy 마음 열고
자연에 사랑을 주자

청소년 유해환경예방
한부모 가정 상담

청소년,
한부모가정

3

은빛돌고래훈장님

한글 서예를 통한
소외계층 아동교감

어르신 돌고래 훈장님의
지역아동 챙기기

노인, 아동

4

흙꽃나누미

소(통)공(감)녀의
힐링이야기(허브)

자연생태학습 및 봉사활동을
통한 교감

장애우,
다문화가정

5

흙사랑 도예동아리

찾아가는 도자기문화 배우기,
봉사

도자 공예문화 학습 및
문화공유 봉사

다문화, 차상위

6

문풍지

민요자원봉사 동아리

지역사회복지시설
전통민요 자원봉사

노인, 소외계층

7

보훈회관
효 연극동아리

“효”
연극을 통하여
지역사회 효 전달

노인, 다문화,
취약계층 아동

8

도산독서회

실버노인을 위한 독서,
미술치유봉사

노인센터 외로움 해소
독서를 통한 심리 치유

학부모, 노인

9

책먹는 여우

여성들의 우정
인문학과 마을만들기

가족단위 인문학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가족 및 시민

10

우다다소리제작소

울산시민학교
우다다 소리제작소

경로당, 장애인시설 공연봉사

노인, 장애인

11

마음풍경

취약계층 책읽어 주기 및
독서치료

책읽기, 독서치료

취약계층 아동
(초등전학년)

12

종이접기봉사단

찾아가는 종이접기봉사

종이접기활동을 통한 웃음,
행복 학습전도

노인, 다문화

13

우리가락 동호회

우리가락 경상도 소리

복지센터 노인대상 국악 및
장구 지도

노인요양시설

14

귀농예비교실
동아리

울산시민학교
귀농준비학습동아리

귀농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학습연수

베이비부머

15

꿈여울

함께 만드는 행복 나눔
"멋진 하루"

소아병동 가족을 위한
문화체험

소아병동
투병 가족

울산효사관학교 연극동아리
“효사랑”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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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어짐

구분

학습동아리명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16

차향기

차(茶)문화 테라피, 생활예절
및 다도

시민대상 차문화 소개

성인 및 학생

17

학사랑

찾아가는 행복 복지
국악한마당

국악 공연, 생신상 차리기,
건강체조

독거노인,
보호대상 노인

18

숲속 아띠

숲에서 놀자

숲 문화 해설
숲 자연물 만들기

숲을 찾는
시민 누구나

19

아름다운 인연
(아인
‘s)

책만들기 동아리
- 아름다운 인연

북아트 학습활동
재능기부, 자원활동

아동, 학부모

20

향무회

찾아가는 문화 봉사 활동

우리춤 및 민요 공연

노년 소외계층

21

학마을봉사단

우리민요 가락학습
재능기부 공연봉사

중울산,성심요양병원
환우위로공연봉사

환우, 노인

22

원어민 영어회화반

농소3동 원어민영어회화
-영어, 동화나라

영어스토리텔링, 상황극,
인형극, 퀴즈왕

아동 및 유아

23

다문화 사랑회

다문화(이주여성)
한국 엄마되기

다문화(이주여성)상담
자녀양육 체험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24

과학봉사동아리
(아싸)

해누리 지역아동센터
과학나눔봉사

생활 속 과학원리를
지역아동센터 나눔봉사

지역아동센터

25

필리핀 전통
무용동아리

필리핀 전통무 울산 알리기,
다문화봉사

다문화 전통무 활동
고국 향수병 예방

다문화,
이주여성

26

책살피

시사의 여왕

시민대상 신문활용 및
논술 봉사

시민 및 아동

27

울주역사문화
체험학습동아리

울산 울주 역사문화 체험학습
동아리

울산 문화유적지 체험학습,
문화유산 전파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28

세컨라이프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동아리

환경보호 시민교육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인, 청소년

29

행복한코치

꿈과 비전의 마스트 플랜과
셀프힐링

마스터 플랜,
셀프힐링 프로그램 컨설팅

시민, 청소년

30

꿈꾸는 정원

상상력 넘어에 있는
창의성 키우기

창의력 독서레시피로
다문화아동 봉사활동

다문화, 아동

[추진 성과]
● 울산지역 평생학습 자원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광역단위 평생학습동아리 30개팀 자원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공동체 육성 및 학습나눔 활동사례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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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웹진 발간
[사업 목적]
● 2013년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홍보 강화 및 정보 공유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웹 브로우져 환경에서 홈페이지와 연동
하여 웹에서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도록 함
[추진 성과]
● 발간 횟수 : 3회(10월, 11월, 12월)
● 제작 방식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웹퍼블리싱 형태
● 13년도 진흥원 주요 사업호 : 10월
- ㈜ 살림『울평원이 있어서 좋아요』
- 울산푸른학교『문해교육을 말한다』
- 평생교육 정보 한눈에 보다 – 다모아 울산평생교육정보망 오픈
- 소외계층 독서/인문학 프로그램 성과
- 누구에게나 열린 정보 : 연수 & 특강, 박람회 소식
● 울산평생학습박람회호 : 11월
- 제1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특집
- 제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특집
- 성인문해학습자 및 이주여성 한글백일장 & 수상작
● 13년도 진흥원 사업성과호 : 12월
- 문해교육교원 양성과정
- 베이비부머 맞춤형 컨설팅
- 4050 프로그램 지원사업 : 1, 2차 지원기관 성과
- 대학-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 울산대평생교육원, 울산과학대평생교육원, 춘해보건대평생교육원
-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문화예술강사(TA)육성과정』클로징 브런치 콘서트
- 행복울산 평생학습 세미나
- 학습형 일자리 4050 청춘불패 성과보고회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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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사업 목적]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관계자 간 파트너십 강화, 상호교류 및 소통
● 울산광역시, 각 구·군 평생교육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현황]
● 기 간 : 2013. 5. 23 ~ 24
● 장 소 : 평생학습도시 순천시
● 대 상 : 36명(시, 구·군, 교육청,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및 평생교육자원활동가)
● 주요 내용
- 평생학습도시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벤치마킹
- 국가평생교육정책방향 주제강연
- 울산 평생교육 진흥 방안 그룹토의
- 2013 순천시 생태학습박람회 및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견학
[추진 성과]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2012년 사업·연구 성과 및 2013년 사업·연구 계획 공유
● 울산 평생교육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통해 울산 평생교육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공유할 수 있었음
● 울산 평생교육 진흥 그룹토의에서 나온 의견을 의견수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진행 과정을 통해 상호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평생교육전문가 특강사업
[사업 목적]
● 울산 지역 평생교육기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평
생학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특강 지원
[추진 현황]
● 평생교육관계자 전문보수교육 역량강화과정
-기

간 : 2013. 9. 10 ~ 2013. 10. 24 (총 8강)

-장

소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5층 대회의실

- 수료인원 : 54명
- 교육일시 : 9.10 / 9.12 / 9.24 / 9.26 / 10.1 / 10.17 /10.22 / 10.24
- 교육내용
회차

일시

내용
최고의 프로그램 개발 전략 50가지 비법

1

9. 10(화) 14시~16시

분석전략 10가지 비법
: 고객의 평생학습 니즈 분석을 위한 요구 분석, 내용 분석, 학습자 분석의 이론
및 실제

2

9. 12(목) 14시~16시

설계전략 10가지 비법
: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목표 설계, 내용 설계, 교수-학습전략, 교수-매체설계,
교수-학습평가의 설계의 이론과 실제

3

9. 24(화) 14시~16시

개발전략 10가지 비법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재 개발, 학습자 교재 개발, 강사용 매뉴얼 개발,
교수-학습매체의 개발, 평가도구 개발 등의 이론과 실제

4

9. 26(목) 14시~16시

운영전략 10가지 비법
: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수법, 매체 활용법, 교육내용의 전달 등의
이론과 실제

5

10. 1(화) 14시~16시

평가전략 10가지 비법
: 효과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의 정의, 평가의 방법, 팔로우-업 등의
이론과 실제
평생교육의 3 Voice

6

10. 17(목) 14시~16시

이론의 소리 : 평생교육자의 역할과 사명

7

10. 22(화) 14시~16시

현장의 소리 : Good Citizen‘성인학습동아리’

8

10. 24(목) 14시~16시

활용의 소리 :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교수전략 Micro-Teaching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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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단체 맞춤형특강 지원
-기

간 : 2013. 9. ~ 12.

-대

상 : 40팀(평생학습 맞춤형 특강, 총 240명 지원)

-내

용 : 지역 평생학습기관·단체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특강 지원

구분

맞춤형 특강 교육내용

구분

맞춤형 특강 교육내용

생애설계연구소

미술심리치료를 통한 자기 이해

학사랑

평생학습 공연기획과 안무

다문화사랑회

다문화 전통매듭 평생교육

숲속친구

지속가능 자연친화교육

숲사모

숲생태계 해설교육

차향기

차문화테라피, 스트레스관리교육

처음처럼

다문화 연계 리본공예교육

진로코치

포트폴리오 생애설계코치교육

다양다색

미술 색채심리치료 상담교육

뉴시니어클럽

뉴시니어 인생설계컨설팅교육

행복나누기

다문화가정 연계 풍선아트교육

장애e연맹

장애우 폭력인식예방교육

정훈평생교육원

금연지도사 양성 기초교육

에코지도사협회

에코지도사 에너지 절약,
환경 관련 교육

장애농구회

실버 음악치료교육

노인교육사협회

노인심리, 고독감 해소완화교육

방송대교육

학습스터디 성인라포 형성교육

동구노인복지관

노인건강유지 선무프로그램교육

북구문화아카데미

무용을 통한 건강과 삶의 질 향상교육 방송대평생학습

지역 아름다운 성문화교육

귀농귀촌협회

예비 귀농, 귀촌교육

진로컨설팅

청소년 진로코치교육

디베이트연구회

디베이트 글로벌 리더십교육

패밀리팜

기후변화대응 적용작물 재배교육

동행

심리치료 명상교육

아쥬르에듀

교구활용 집중력향상 지혜교육

새마을금고

리본장식, 리스 생활소품관리교육

책살피

스탬프아트 어린이 아이템교육

종이접기봉사단

자원봉사 행복생활 이미지 교육

다드림

미술심리치료 공감소통교육

우리끼리

전통문화 한지관리 교육

다가세

다문화 이주여성 공담대 형성 교육

약숫골도서관

동아리 비전컨설팅교육

옹달샘

디베이트 심판과 강평방법 교육

울산중장비교육원

미술과 색채 심리치료교육

책향기 가득

교구 활용 및 탐색방법 교육

중구자원봉사센터

생활소품접기 활용교육

아름다운가게

재활용 리폼공예교육

복산주민자치센터

압화,비즈,골판공예교육

생물자원연구소

귀농 특용작물 재배교육

[추진 성과]
● 평생교육기관·단체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보수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 분석, 설계, 개발, 운영, 평가방
법 등)을 8회차 실시하여 54명이 수료하였고, 지역 평생학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기관·단체 맞춤형 평생교육 특
강을 40팀에게 지원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4050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 목적]
●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제3의 인생설계를 지원
● 교육생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생의 건강한 사회활동, 직업교육, 가족 및 인간관계 등 교육을 통하여 행복한 생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현황]
● 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공모 계획 : 2013. 2.
● 프로그램 공모 1차 공고 : 2013. 3. (5개 기관 선정)
● 5개 기관 MOU 및 보조금 교부 : 2013. 4.
● 1차 프로그램 실행 : 2013. 4. ~ 11. (8개월)
● 프로그램 공모계획 2차 공고 : 2013. 8. (5개 기관 선정)
● 5개 기관 MOU 및 보조금 교부 : 2013. 9.
● 2차 프로그램 실행 : 2013. 9월 ~ 11. (3개월)
●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 2013. 4. ~1 1.
● 4050 프로그램 운영 성과발표 및 세미나 개최 : 2013. 12. 17(화), MBC컨벤션(10개 기관 발표)
● 4050 청춘불패사업 수행기관
연번

사업수행 기관명

4050 청춘불패 사업 프로그램명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P(pop), R(ribbon) 디자이너!
“POP 3급·리본아트 자격증 취득반”
과정

학습자

1

북구종합사회복지관

2

㈜살림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1급, 2급)

60명

3

염포양정도서관

북 스토리 Chef 자격과정

34명

4

울산광역시노인일자리
지원센터

5

(사)울산문화방송
시청자미디어센터

VJ(비디오저널리스트)양성과정

44명

6

(사)미래지식산업연구소

약용식물관리사 양성 및 한방산약초 활용 프로그램

30명

7

구교천연염색원

천연염색 공방과 체험장 운영을 위한 기초실무

20명

8

굿맘울산북구평생교육원

일자리창출 창업 프로그램(공예관련)

31명

9

㈜에이블아트

목공예 – 4050 날개를 달아주다

20명

10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인생극장 – 나의 제 2막을 열다”

10명

노인심리상담을 위한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노인심리상담지도사 과정”

총 학습자

36명

기초 40명

3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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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 사업 개요
- 기간 : 2013. 4 ~ 11.
- 장소 : 4050 사업수행기관 교육장
- 대상 : 4050 사업 학습자 325명
- 내용 :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4050)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수립에 기여
하고, 울산지역 내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4050)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과 연계 강화
● 4050 사업 성과발표 및 세미나
- 일시 : 2013. 12. 17(화) 13:00 - 18:00
- 장소 : MBC컨벤션 (2층/아모레홀)
- 대상 : 4050 사업수행기관(북구종합사회복지관, ㈜살림,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
울산문화방송 시청자미디어센터, (사)미래지식산업연구소, 구교천연염색원, 굿맘울산북구평생교육원, (주)
에이블아트,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학습자 및 관계자 200여 명
- 내용 :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성과(자격증 취득, 자원봉사, 재능 기부, 시간제 일자리 등)를 중심으로 10개 기관
이 성과 공유 등 성과보고회 및 세미나 진행을 통한 사업기관 파트너십 구축
[추진 성과]
● 사업운영 10개 기관 연계 4050 프로그램 성과 발표, 세미나 진행 및 파트너십 구축
연번

4050 프로그램명

1

“POP 3급·리본아트
자격증 취득반”
과정

2

사업수행 기관명

사업 성과

북구종합
사회복지관

세부 6개 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24명, 자격증 취득 24명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1급, 2급)

㈜살림

창업 1명, 자격증 취득 51명,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사회봉사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운영(150명 등록), 자원봉사 8명, 시간제 8명

3

북 스토리 Chef
자격과정

염포양정도서관

자원봉사 18명, 재능기부 8명, 시간제 일자리 2명
(현대자동차문화회관 등), 자격증 취득 22명

4

노인심리상담지도사
과정

울산광역시노인일
자리지원센터

자격증 취득 39명, 취업컨설팅 113명, 특강 195명, 자원봉사 10명
(98시간), 재능기부 2명, 시간제 일자리 15명, 계약직 12명

5

VJ 양성과정

(사)울산문화방송
시청자미디어센터

시간제 일자리 3명, 재능기부 2명, 자원봉사 1명, 부산 국제 UCC 관광
공모전 수상, 경상일보 시민기자단 - 영상팀, 아동복지시설 영상 제작 등

6

약용식물관리사 양성

(사)미래지식
산업연구소

독거노인-재가노인 봉사활동 23명(560시간), 재능기부 9명(93시간), 시간
제 일자리 16명

7

천연염색 공방과 체험장
구교천연염색원
운영을 위한 기초실무

청소년 창의인성체험교실(신정고 20명, 우신고 70명, 울산중 20명, 울산
동중 35명, 연암중 70명, 산안중 30명 대상으로 재능기부 실시), 체험장
운영 2명, 공방 운영 1명, 자원봉사 10명 활동

8

일자리창출 창업
프로그램(공예 관련)

굿맘울산북구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 27명(넵킨아트 17명, 북아트 6명, 천연비누 & 클레이 5명)
재능기부 5명, 시간제 일자리 2명

9

목공예 - 4050
날개를 달아주다

㈜에이블아트

보조강사 18명 3시간 활동, 취업컨설팅 18명, 재능기부 18명, 특강 1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10

인생극장
- 나의 제2막을 열다

울산동구
종합사회복지관

자격증 취득 3명, 인생극장 까페 운영, 자원봉사 10명 주 5회 실시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제1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사업
[사업 목적]
● 울산지역 평생학습기관·단체 간의 교류와 평생학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관심 제고를 통한 평
생학습 문화확산
[추진 현황]
● 행사명 : 제1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 기 간 : 2013. 11. 8(금) ~ 10(일), 3일간
● 장 소 :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일원
● 주 제 :「학습하는 사회, 창조하는 울산」
● 참 가 : 지자체 구·군청, 교육청, 울산평생교육기관·단체, 직업능력교육 및 여성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학습
동아리 등
● 내 용 : 평생학습 홍보전시·체험관 부스(90동) 운영, 평생교육 문화예술공연(41팀) 운영, 부대행사 및 체험시연 등
● 주 최 : 울산광역시
● 주 관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추진성과 (울산 시민 10만여 명 가족단위 참가)]
●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부스(90동) 운영
연번

평생학습부스 참여기관·단체

1

1. 울산박물관
2. 남구문화원
3. 울주문화원
4. 울산남구 종합사회복지관

5.
6.
7.
8.

울산중구 시니어클럽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울산동구노인복지관
울산북구노인복지관

9. 울산 문해교육기관연합회
10. 한국방손통신대학 울산지역대학
11.울산북구 성인문해기관연합
12. 방송통신대학 울산평생학습센터

2

1. 굿맘 울산북구 평생교육원
2. 재밌는 도서관
3. 맥애듀케이션 평생교육원
4. 동구청 작은도서관
5. (주)Kedu울산지사

6.
7.
8.
9.

작은도서관 꿈이자라는 책마을
에듀탑평생교육원
울산북구문화공간협의회
울산장애인배구협회

10. 울산학사모-노인교육사협회
11. JH심리희망상담소
12. 울산장애e스포츠연맹
13. 태화강살리기 울산시민연대
-에코지도사협회

3

1. 울산중구 다문화지원센타
2.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3. 여성인력개발센타

4. 사)전국주부교실 울산지부
5. 색동회 울산지사
6. (주)살림

7. 행복한교육연구소
8. 갤러리 구교원
9.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4

1. (주)거마
2.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3. (주)미래를 여는 사람들
4. (주)울산고래

5.
6.
7.
8.

9. 청년창업센터
10. 에이블아트
11.클레어의 영어요리
12. 우리마을보물상자

사단법인 효사관학교
(주)조물조물에코
두물골식품
엄마의 다락방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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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어짐

연번

평생학습부스 참여기관·단체

5

1. 펄러비즈 울산명촌지부
2. 프렌들리 잉글리쉬
3. 차향기 바람에 머물고
4. 울산 아동문학회
5. 흙꽃나누미
6. 숲사모

7. 다양다색(다문화상담사모임)
8. 책살피
9. 울산평생문해교사협회
10. 울산귀농촌협회
11. 흙사랑 도예동아리
12. 한글서예동아리 *필*

13. (사)울산광역시요가교육협회
문인화동아리 *금묵회*
14. 행복한코치
15. 실버극단한마당
16. 글꽃동아리
17. 엄마의 민화작품
18. 옹기종기회

6

1. 울산중부도서관
2. 울산남부도서관
3. 울산학교급식조리사회
4. (재)울산행복한학교

5.
6.
7.
8.

9. 방과후학교
“역사체험교실”
10. (주)함께
11. 학성여자고등학교(디자인피플동아리)

7

1. 중구청
2. 남구청

3. 북구청
4. 동구청

서생초등학교(학부모동아리)
울산보건교사회(천상중)
울산흥사단
방과후학교
“샘 사이언스”

5. 울주군청

● 평생교육 문화예술 공연(41팀)운영
구분

11/8 (14:40~17:00)

맞춤형 특강 교육내용
•사랑 silver합창단
•동구노인복지관
•도산노인복지관
•필리핀 전통무용동아리
•복산2동주민센터(타래)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동구청(전통무희단)
•동구노인복지관
•울산북구 노인복지관
•도산노인복지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울산마이스터고

시간(분)
10
‘
5
‘
5
‘
5
‘
5
‘
10
‘
5
‘
3
‘
10
‘
5
‘
6
‘
12
‘

인원
42명
16명
20명
4명
10명
20명
10명
15명
20명
20명
10명
60명
[표] 계속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표] 이어짐

구분

맞춤형 특강 교육내용

시간(분)

인원

•색동회
•매곡중학교
•학사랑동아리
•JH심리희상상담소(음사모)
•밝은미래복지재단
•울산광역시 북구청 제3대학
•매곡중학교
•울산북구문화예술아카데미(실버학사랑)
•행복한교육연구소
•울산동구청(한마음무용단)
•학마을봉사단동아리
•복산1동주민센터
•울산장애인배구협회(태화강사물놀이팀)

45
‘
5
‘
10
‘
10
‘
5
‘
5
‘
6
‘
7
‘
5
‘
6
‘
8
‘
10
‘
5
‘

10명
7명
20명
16명
10명
10명
1명
20명
30영
13명
8명
15명
8명

11/10 (11:00~17:00)

•색동회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타
•한국시낭송회
•울산장애인e스포츠연맹(고래바다팀)
•요가교육협회
•울산광역시 북구청 제3대학
•방송대울산평생교육센터

45
‘
30
‘
60
‘
5
‘
10
‘
5
‘
30
‘

10명
40명
10명
12명
10명
20명
20명

11/8 (15:00~17:00)

•색동회(동화구연 및 연극)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그림자 연극놀이)

25
‘
90
‘

40명
40명

11/9 (10:00~17:00)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창의적 몸놀이워크숍)
•색동회(동화구연 및 연극)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조물조물 문화예술워크숍)

120
‘
25
‘
120
‘

40명
40명
40명

11/10 (10:00~16:00)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고래야나오너라)
•색동회(동화구연 및 연극)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조각예술워크숍)

120
‘
25
‘
120
‘

40명
40명
40명

11/9 (11: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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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행사
- 성인문해학습자 및 이주여성 한글백일장
•기간 : 2013. 11. 8(금) 10:30～14:00
•장소 : 울산대공원 남문 환경에너지관
•대상 : 성인비문해자 및 이주여성
•내용 : 울산문해교육기관연합회 주관 운영
한글 예쁜글씨쓰기, 작문 등(문해학습자 300명)
- 울산평생학습과 함께하는 스탬프 투어(Stamp Tour)
•기간 : 2013. 11. 8(금)～11. 10(일) 10:00~17:00
•장소 : 울산대공원 남문 야외광장
•대상 : 울산 시민(초·중학생 200명)
•내용 : 울산 12경 명소 안내가 숨어있는 부스를 찾아 스탬프 투어를 통해 울산바로 알기 체험학습
- 북스타트 운동
•기간 : 2013. 11. 8(금) ~ 11. 10(일) 10:00~17:00
•장소 :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도서관부스
•대상 : 7세 이전 영유아 300명 도서
•내용 : 4개 공공도서관 연합으로 북스타트 운동 전개
책꾸러미(책가방, 연령별 그림책, 손수건, 북스타트 홍보물), 약 300개 제공
- 도서 교환전
•기간 : 2013. 11. 8(금)～11. 10(일) 10:00~17:00
•장소 :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도서관부스
•교환도서 : 일반교양, 청소년 및 어린이 신간도서 3,000권 정도
•내용 : 개인 소장 2008년 이후 출판된 도서와 신간도서를 2:1로 교환, 추후 교환된 도서는 공공도서관 배부 예정
- 지역특색먹거리 체험마당
•기간 : 2013. 11. 8(금) ~ 11. 10(일) 10:00~17:00
•장소 : 울산대공원 남문 야외광장
•내용 : 지역먹거리 특색부스 체험 및 시연(5색전, 커피, 쿠키시음회 등)
- 이벤트 세션
•기간 : 2013. 11. 8(금) ~ 11. 10(일) 11:00~16:00
•장소 : 울산대공원 남문 야외광장
•내용 : 음악다방부스(추억의 DJ 박스)및 신청곡 이벤트 등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사업 목적]
●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사업 적극 홍보
● 2013년도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제1회 울산평생학습축제 운영 자료 확보 및 축제 모니터
링과 시민대상 평생학습 방 향점검
● 평생교육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선도적인 평생학습 결과물 전시 및 홍보, 관계자 상호매칭 등을 통한 평생학습사업 진행방향 확인
●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문화증진 및 참여 동기 부여
●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추진 현황]
● 기간 : 2013. 10. 17(목) ~ 20(일), 4일간, 10:00 ~ 18:00(8시간 운영)
● 장소 :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제천시 두왕동 660번지)
● 주제 : 즐겁지 아니한가! 행복한 평생학습
● 부제 : 배우는 기쁨, 행복한 미래
● 주요 프로그램 : 전시, 체험, 이벤트, 무대공연 등
● 기관 협의 : 부스구성 및 세부디자인, 부스제작 업체 선정 등 사전협의
● 참가 기관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중구청, 울주군청
-구

성 : 울산광역시 통합부스로 구성 및 운영

-주

제 :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생태학습도시 울산!

-중

구 : 환상의 숲에서 만나는‘보물창고’

- 울 주 군 : 점핑클레이로 떠나는 선사시대 이야기
● 홍보활동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사업 홍보(참여기관 공동 홍보)
참가기관 홍보자료 및 기념품 공동 배부
● 모니터링 :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현황 모니터링 실시
● 부스운영 : 체험부스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운영(울주군과 중구가 교대 운영)
1일 체험참가인원 : 300명 참가
[추진 성과]
● 울산광역시 및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 다양한 평생학습 유형의 체험참여로 학습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 학습결과의 발표기회, 학습 체험기회 등 지역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습공동체를
형성에 기여
● 시민대상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추진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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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사업

2013년 울산광역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협약 사업

➲ 학습형일자리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02

[사업 목적]
● 울산평생교육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기관, 학습형 일자리 연계기관, 대학, 직업교육기관, 여성 및 시민단체, 민간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 네트워크지원 체제 구축
[추진 현황]
● 박람회 참여 네트워크기관 통합지원(총 80팀)
- 학습공동체분과 34팀(학습동아리, 평생학습활동가 등)
- 문화예술분과 16팀(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다문화공연, 색동회 등)
- 공공평생학습분과 30팀(지자체,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기관·단체 등)
● 평생교육 네트워크 간담회(3회) 및 자문회(1회)
- 울산평생교육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간담회 및 자문회, 통합지원 네트워크 세미나 운영
- 간담회 : 문화예술분과(12. 5), 학습공동체분과(12. 12), 공공평생학습분과(12. 18)
- 자문회 : 총 10명(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 교육청, UNIST,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YWCA RCE교육분과,
방통대평생학습센터 등)
● 평생교육 통합지원 네트워크 세미나(1회)
- 일시 : 2013. 12. 20(금)
- 장소 : 울산mbc컨벤션 세미나실
- 대상 : 100명 울산평생교육 네트워크 통합지원 전체분과(평생교육기관·단체 관계자)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내용
구분

A섹션

내용
•주제 :『평생학습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강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 성 원장

『토론』
•홍문봉(울산광역시노인일자리지원센터 팀장)
•김동일(사회적활성화 울산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창선(좋은일자리 대표)
•허달호(울산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좌장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김종표 회장

•주제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B섹션

비고

『토론』
•이선애(울산광역시 북구청 계장)
•이하형(울산문해교육기관연합회 사무총장)
•박은정(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박상원(방송통신대학 평생학습센터장)
•류경열(평생학습활동가)

강연 : 대구대학교 양흥권 교수

좌장 : 울산대학교 박종덕 교수

[추진 성과]
● 박람회 참여 네트워크기관(총 80팀)을 3개(문화예술, 학습공동체, 공공학습) 분과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통
합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3회 및 세미나 1회를 운영
●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을 활용하여 정보 네트워크 DB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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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평생교육전문가 육성사업
[사업 목적]
● 평생교육 전문기관(대표적으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와 실업·미취업 대상의 지역사회 활
동에 동참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전문가를 육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활용처 발굴
● 학습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사회 요구와 접목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새로운 평
생학습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추진 현황]
●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심의 확정 : 2013. 8.
● 4개 기관 MOU 및 보조금 교부 : 2013. 9.
● 프로그램 실행 : 2013. 9. ~ 11. (3개월)
●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 2013. 9. ~ 11.
● 대학-지역사회 연계사업 성과발표 및 세미나 개최 : 2013. 12. 17(화), MBC컨벤션(4개 기관 발표)
● 대학-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기관
연번

사업수행 기관명

대학-지역사회 연계 사업 프로그램명

학습자

1

울산대학교

심리상담사 전문가 양성과정 및 방과후 교사 양성과정

70명

2

울산과학대학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재활운동(물리) 치료과정

50명

3

춘해보건대학교

병원 코디네이터·메디컬 스킨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65명

4

행복VisionDream

은퇴자를 위한 창업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

30명

총 학습자

215명

● 대학-지역사회 연계 사업 개요
- 기간 : 2013. 9 ~ 12
- 장소 : 대학-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교육장
- 대상 : 대학-지역사회 연계 사업 학습자 215명
- 내용 : 대학과 연계를 통한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와 실업·미취업 대상의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하는 맞춤형 평
생교육전문가를 육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활용처 발굴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사회요구
와 접목시키는 기회를 제공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대학-지역사회 연계사업 성과발표 및 세미나
- 일시 : 2013. 12. 17(화) 13:00 - 18:00
- 장소 : MBC컨벤션(2층/아모레홀)
- 대상 : 대학-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기관(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행복VisionDream) 학
습자 및 관계자 200여명
- 내용 :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성과(자격증 취득, 자원봉사, 재능기부, 시간제 일자리 등)를 중심으로 4개 기관이
성과 공유 등 성과 보고회 및 세미나 진행을 통한 사업기관 파트너십 구축
[추진 성과]
● 사업운영 4개 기관 연계 성과발표, 세미나 진행 및 파트너십 구축
구분

내용

사업성과

1

심리상담사 및 방과후
교사 양성

울산대학교

자격증 취득 48명, 자원봉사 14명, 재능기부 5명,
시간제 일자리 4명

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재활운동(물리) 치료과정

울산과학대학교

교육생 상담 50여회, 특강 7회, 재능기부 활동,
자원봉사 38명 (호스피스,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등)

3

병원 코디네이터·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가 양성

춘해보건대학교

취업컨설팅 실시, 특강 실시, 검사지 실시,
현장실습, 취업동아리 지원,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4

은퇴자를 위한 창업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

행복VisionDream

취업자 2명, 사업자등록 3명, 자격증 취득 4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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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 목적]
● 베이비부머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구체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
● 베이비부머들이 성공적으로 현재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건강한 노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8. ~ 2013. 12. (5개월)
● 사업예산 : 80,000천 원
● 사업대상 : 40세 이상 울산시민, 4050 청춘불패 프로그램 참여자, 노인복지관 이용자
● 사업내용
- 은퇴 제2막 설계 맞춤형 교육
- 귀농귀촌 우수사례 탐방
-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운영
- 학습형 일자리 체계구축을 위한 워크숍
- 학습형 일자리 사업 성과보고회
● 추진일정
- 사업기획 및 협약체결 : 8월 ~ 9월 초
- 홍보 및 교육과정 운영 : 9월 ~ 11월 초
- 귀농귀촌 우수사례 탐방 : 12월 초
-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운영 : 11월 ~ 12월 초
- 학습형 일자리 체계구축을 위한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 12월 초
[추진 현황]
● 은퇴 제2막 설계 맞춤형 교육
- 기간 : 11. 11(월) ~ 11. 29(금) 총 15회
- 장소 : 울산진흥원 대회의실, 옥동 현대스포츠센터 1층
- 내용 : 고령사회의 이해, 자산점검 및 운영, 귀농귀촌 등 10개 분야
● 귀농귀촌 우수사례 탐방
- 일시 : 2013. 12. 15(목)
- 장소 : 울산 울주군 삼동면 금곡마을
- 대상 : 40·50·60 청춘불패 교육 참여자 중 신청자
- 내용 : 금곡마을 소개 및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운영
- 기간 : 2013. 11 ~ 12월
- 장소 : (주)좋은일자리 상담실 외
- 대상 : 40‧50‧60 청춘불패 교육 참여자 및 상담지원자
- 내용 : 진로상담, 자산관리, 가족관계 등의 주제로 1:1 상담 및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운영
● 학습형 일자리 체계구축을 위한 워크숍
- 일시 : 2013. 12. 11(수) 17:30
- 장소 : (주)좋은일자리 대회의실
- 참석자 : 한국고용정보원 황기돈 박사,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신배 실장 등 15명
- 내용 : 울산지역 학습형 일자리 운영 현황, 각 기관별 운영 현황 및 갯선 방안 논의
● 학습형 일자리 사업 성과보고회
- 일시 : 2013. 12. 17(화) 13:00~18:00
- 장소 : 울산MBC컨벤션 아모르홀 2층
- 대상 : 197명(대학,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습자, 동아리 등)
- 내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울산광역시 협약사업 성과발표 및 4050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성과발표
[추진 성과]
● 교육등록자 106명 중 87명 이수
●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참여자 총 218명
- 교육 이수자 대상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 57명(2명 취업)
-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 161명
● 설문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 90.2%
● 학습형 일자리 체계구축 세미나를 통한 12개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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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강사 인큐베이팅 및 역량강화
[사업 목적]
● 현재 울산의 평생교육 현장에는 각 프로그램 영역별로 유능하고 전문적인 평생교육강사의 풀이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결과적으로 평생교육강사의 양성 시스템이 굳건하게 자리 잡지 못한 까닭
임. 이는 고등교육 인프라의 제한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봐야 하지만, 사실 그 외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평생교육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임
● 따라서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은 그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로 지역 내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등의 협력을 최
대한 활용하여 평생교육강사 양성 시스템 부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 우선 그 일차적인 과제로 현장에서 수요-공급 간의 미스매치(mismatch) 부문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화예술 및 문
해교육 교원양성과정을 추진하고자 함
● 특히 문해교육 교원양성과정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실시해왔음. 평생교육시행령 제
70조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 교원양성과정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 현황]
● 사업대상 : 평생교육강사 및 문해교육 희망자
● 문해교육교원양성 초등기본과정
- 교육일시 : 2013. 10. 4 ~ 11. 1(7일간)
- 교육장소 : 울산발전연구원 5층 대회의실
- 교육내용 : 성인학습자의 이해, 문해교사의 역할과 자세, 문해교육 개론 등 집합강의 53시간 후 현장실습 20시
간 이수 후 이수증 발급
●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강사(TA : Teaching Artist)육성과정
- 교육일시 : 2013. 10. 7 ~ 12. 9
- 협약기관 :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교육내용 :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개념 정리와 인문학적 접근,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Teaching Artist로서의 감성지수와 자각성 높이기
● 여성인력 역량강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교육일시 : 2013. 10. 17 ~ 12. 12
- 협약기관 : 사회적기업 ㈜살림
- 교육내용 : 정리수납전문가 과정, 정리수납전문가강사 과정, 세계문화지도사 과정,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2급
● 문해교육교원을 위한 교재개발
- 연구기간 : 2013. 9. 6 ~ 12. 20
- 협약기관 : 울산푸른학교
- 연구내용 : 성인문해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문해의 개념 및 수준, 새내기 문해교육 강사의 기본자세, 문해학습
자에 대한 이해, 문해교육의 실제, 과정별 학습자료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 성과]
● 울산시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을 담당할 문해교육교원 양성
● 여성인력 역량강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여성인력이 보조강사, 가정 컨설팅, 전문강사 등으로 취업
● 문화예술강사 육성과정을 통해 취업 정보,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 문화예술분야 기관 및 강사 네트워크 구축
● 문해교육에 임하는 성인문해교원의 올바른 자세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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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

2013년 울산광역시발전협의회 운영사업

● 총회(2013. 3.)

01

- 과제제안을 위하여 위원 30명의 협의회 분과별(교육문화, 경제상생, 고용복지분과)활동 및 발전방안 논의, 당해
연도 시정계획을 참고하여 신규 아젠다 발굴
● 임원회의(2013. 4.)
- 위원들의 분과별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과회의 빈도를 높여 발전과제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넓힘
● 분과위원회의(2013. 5. ~ 2013. 9.)
- 교육문화분과(총 3회, 신규과제제안 4건)
- 경제상생분과(총 3회, 신규과제제안 5건)
- 고용복지분과(총 3회, 신규과제제안 3건)
분과

과제제안 활동내용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고용복지분과

2.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활성화
3.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1. 우범지역 방범 대책 강화

교육문화분과

2. 울산시 일대 하천 환경정비
3. 힐링캠프 / 인성학교 / 인생학교 운영
4. 청소년 학력 및 능력 향상
1. 향토기업의 고도화 및 육성방안“녹지비율 완화 등”
대안마련
2. 울산 주력산업을 기존 3대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 5대산업(전자, 항만포함)과
오일허브사업으로 확대방안

경제상생분과

3. 부울경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및 해외관광객 유치전략 마련
4. 울산의 전략산업을 기존 제조업에서 물류, 기간서비스산업으로 확대방안 및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방안
5. 국제선 유치로 울산공항 활성화

평생교육센터•기타 사업

● 발전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합동워크숍(2013. 11.)
- 발전협의회 위원과 시청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각 분과별 발전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
고 제안된 과제 논의 및 토론의 장을 마련
● 발전협의회 최종보고회(2013. 12.)
- 2013년도 2기 발전협의회 위원들의 과제제안 활동 정리 및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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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

2013년 제7회 울산자동차의 날 행사
(학생모형 F1자동차 제작/경주 대회)
[사업 목적]

02

● 지역 주력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울산 자동차의 날 행사에 시민참여와 관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 마련
●「제7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
의 부대행사로 영남권 학생모형 F1 자동차 제작/경주대회를 통한 울산 자동차의 날
홍보
●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자동차 제작/경주 대회의 운영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흥미 유발
● 설계, 제작, 테스트, 실행 등 자동차산업의 간접 체험장으로 활용
●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울산지역 잠재인력에 대한 자동차산업 관심 제고
[추진 현황]
●주

최 : 울산광역시

● 행사주관 : 울산발전연구원(평생교육센터)
● 참여기관 : 교육청, 주식회사 민정지, 청소년연맹 등
● 사업기간 : 2013. 4∼2013. 5. 31(2개월)
● 사업일시 : 2013. 5. 11(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

소 : 울산대학교 체육관

● 참여인원 : 200명 (50개팀)
- 초등팀(지도교사 포함) : 10개팀(40명)
- 중등팀(지도교사 포함) : 10개팀(40명)
- 고등팀(지도교사 포함) : 10개팀(40명)
- 대학팀(지도교수 포함) : 10개팀(40명)
- 현장참여 가족팀(초등학생 1명포함) : 10개팀(40명)
※ 부문별 우승팀은 울산광역시장상 수여

평생교육센터•기타 사업

● 진행내용
- 자동차 디자인 평가(전문가 평가), 자동차 성능 평가(자동 출발, 고급별)
- 자동차 Knock-out, 토너먼트 게임, 시상
- 자동차는 D타입으로 공통 구성, 수작업으로 제작함
- 팀구성은 초등팀, 중등팀, 고등팀, 대학팀, 가족 팀으로 5개 부문 구성 및 사전 제작팀과 현장 제작팀을 분류하
여 경주대회 진행
- 자동차 제작은 사전에 키트를 배포하여 자동차를 제작 후 행사참여
- 자동차 경주 시에는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
[추진 성과]
● 영남권 대회로 운영되어 50개팀(200여 명) 참가
● 향후 울산지역 자동차 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영남지역에 울산자동차의 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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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3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3. 1. 1 ~ 2014. 1. 31 (13개월, 1개월 연장)
● 총사업비 : 1,800백만 원(시비)
● 총괄기관 : 울산발전연구원(평생교육센터)
● 주관기관 : 울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사업 목적]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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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제고
[추진 현황]

➲ 창업자 모집
● 모집기간
- 1차 모집기간 : 2013. 1. 11(금) ~ 2. 12(화)
- 2차 모집기간 : 2013. 3. 7(목) ~ 3. 25(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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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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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센터•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 목표 모집 인원 : 지식, 기술, 일반 창업분야 총 150개 팀
● 제출서류
-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선발방법
- 4기 : 1차 서류심사 2013. 2. 14(목), 2차 면접심사 2. 25(월) ~ 2. 26(화)
- 4기 추가 : 1차 서류심사 2013. 3. 25(월), 2차 면접심사 4. 2(화)
● 접수방법 :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및 울산청년창업센터 현장접수
● 심사위원 : 울산청년창업센터 컨설팅 전문위원 풀 활용
● 최종결과 통보일자
- 4기 : 2013. 2. 27(수) SMS 및 홈페이지 공지
- 4기추가 : 2013. 4. 3(수) SMS 및 홈페이지 공지

➲ 선정 결과
● 4기 예비 청년CEO 지원자 : 총 4128건 조회 / 총 132팀 신청
- 1차 지원자 : 3080건 조회 / 100팀 신청
- 2차 지원자 : 1048건 조회 / 32팀 신청
● 4기 예비 청년CEO 합격자
- 1차 최종합격자(4기) : 100팀 중 최종 72팀 합격
- 2차 최종합격자(4기추가) : 32팀 중 최종 20팀 합격
● 분야별 합격자 수
구분
t

기술

지식

일반

총계

1차 합격자(4기)

30팀

13팀

29팀

72팀

2차 합격자(4기 추가)

13팀

1팀

6팀

20팀

합계

43팀

14팀

35팀

9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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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합격자 수
구분

A

B

총계

1차 합격자(4기)

8팀

64팀

72팀

2차 합격자(4기 추가)

4팀

16팀

20팀

12팀

81팀

93팀

합계

● 주관기관 합격자 수
기관명

목표인원

합격인원

총계 (합격인원)

울산대학교

30팀

31팀

영산대학교

6팀

5팀

울산과학대학교

15팀

15팀

춘해보건대학교

5팀

5팀

56팀

➲ 2013년 사업개요 및 실적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12개월)
● 사 업 비 : 1,800백만 원
● 4기 창업자 현황
- 참가인원 : 모집목표 150개팀 기준으로 각 기관과 협약을 맺은 전체 인원
- 중도탈락 : 사업기간 중간 자진퇴거 또는 규정에 의한 퇴거인원
- 창 업 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시작한 인원
- 창업준비 : 사업 현실화를 위해 창업준비 중 인원
(2013. 12. 20기준)

울산청년
창업센터

총인원
구분

참가인원

울산과학
대학교

춘해보건
대학교

결과
인원

달성
비율
(%)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150

152

99

95

92

30

35

5

5

15

15

5

5

12
96

창업준비
총 고용창출 인원

영산대학교

목표
인원

중도탈락
창업자

울산대학교

114

10
119

61

55
36

38

65

2
19

17
105

23

30

25

0
3

8
7

2

4

0
10

1
1

0

15

0
3

0
4

6

5
0

1

0

평생교육센터•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 현재 창업 진행현황
(2013. 12. 20기준)

목표인원
(명)

참가인원
(명)
150

152

사업자
발급현황(개)
114

매출현황
- 누계 (천원)

고용현황
(명)

921,528

지식재산권
(개)
38

25

* 울산대학교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 참가자 4팀 포함

➲ 청년 CEO 육성사업 이수자(1기, 2기, 3기)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현황
● 울산청년창업센터 사무공간 지원
- 1기 : 1명 / 2기 : 2명 / 3기 : 2명
●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홍보지원
- 울산청년창업센터 웹진, 지역라디오, 방송, 신문 등.
● POST-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 오경철, 최미영, 정현태, 지승은, 김경남, 박해령, 유 용, 장현덕, 조대형, 이정일, 남영주, 김경희, 곽기영, 김종
우, 김아름, 권혁춘, 이정훈, 김세형
● 오프라인 매장(톡톡스트리트)
- 김지혜, 류미선, 김봉석, 이은준, 장한진, 박찬인, 박상후, 이상호, 이광희, 김보미, 김지나, 박경희, 박성범, 김은지,
윤명희
● 중진공 청년전용자금 수혜
- 임주현(2기), 이나연(2기), 김지혜(2기), 이수용(4기), 최정숙(4기추가), 김경희(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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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선정 및 관리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운영기관 제출 : 2013. 1. 4(금) 제출기한
● 주관기관 협약심의 : ~ 2013. 1. 15(화)
● 주관기관 협약 체결 : 2013. 1. 24(목) ~
● 주관기관 실무자 워크숍 : 2013. 2. 1(금) ~ 2. 2(토)
● 주관기관 사업화 진도 및 정산보고서 점검, 운영점검
- 점검일정 : 2013. 7. 22(월) ~ 7. 26(금)
- 사전점검 : 중간보고서 검토 (7. 10 까지 제출)
- 방문점검 : 각 기관 현장 방문 운영 점검(중간 점검표 활용)
- 기관별 점검 일정
- 점검 결과
구분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수사례

1

1

2

1

지적사항

2

3

0

0

요청사항

2

2

0

0

- 결과처리 : 주관 기관별 결과 통보 공문 발송 및 처리결과 제출 요청

➲ 청년CEO 모집 및 창업지원
● 모집을 위한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 : ~ 2013. 3. 25(월)
● 4기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 ~ 2013. 2. 26(화)
● 4기 추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 ~ 2013. 4. 5(화)
● 4기 오리엔테이션 : 2013. 3. 5(화)
● 4기 추가 오리엔테이션 : 2013. 4. 5(금)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공통교육 및 심화교육 9회 실시
● 청년CEO 대상 성공창업캠프(워크숍) : 2013. 6. 28(금) ~ 6. 29(토)
● 금융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 매니저 간담회 대치
● 창업자 중간심사
- 창업자 1차 중간심사 : 2013. 5. 28(화) ~ 5. 29(수)
- 창업자 2차 중간평가 : 2013. 8. 12(월) ~ 8. 13(화)
● 창업자 사업홍보 지원 : 언론, 홈페이지, SNS 및 웹진(3회 발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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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 자문위원회
- 1차 : 2013. 4. 10(수) 16:00 ~ 18:00, 울산청년창업센터
- 2차 : 2013. 8. 23(금) 12:00 ~ 15:00, 르호봇 프라임 선릉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 유관기관 간담회
- 1차 : 2013. 5. 9(목), 울산테크노파크
- 2차 : 2013. 6. 13(목),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 3차 : 2013. 8. 22(목), 울주 시니어비즈플라자
- 4차 : 2013. 9. 26(목), 울산 신용보증재단
- 5차 : 2013. 11. 14(목), 울산 경제진흥원

➲ 해외연수 / 연구과제
● 해외연수
- 일정 : 2013. 8. 27(화) ~ 9. 1(일)
- 방문지 : 이스라엘
- 참가자 : 신기왕, 김아름, 이정욱, 서용한(울산과학대), 최정란(울산대)
● 연구과제 :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실태조사 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
- 일정 : 2013. 9. 16(월) ~ 12. 31(화)
- 대상 :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수료자 및 4기 예비 창업자
- 주요내용 :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의 성과 진단 및 창업지원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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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컨설팅
구분
1
2

선발교육

3
4

공통교육

내 용

일시

장소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이론)

2013-02-15

울산청년창업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컨설팅)

2013-02-18

울산청년창업센터

추가모집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이론/컨설팅)

2013-03-27

울산청년창업센터

온라인 교육 - 총 11과목

2013-03-25
~2013-05-26

창업에듀 온라인 교육

5

[1회차] 온라인 홍보의 개념과 이해(이론/멘토링)
- ㈜레드브릭스 대표 김광연

2013-05-16

울산청년창업센터

6

[2회차] 지식재산권의 이해
- 특허법인 태백 변리사 손정희

2013-06-11

울산청년창업센터

7

[3회차] 프레젠테이션 스킬
- 프레젠테이션코칭연구소장 전진근

2013-07-15

울산청년창업센터

[4회차]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는 청년CEO
- 프레젠테이션코칭연구소장 전진근

2013-08-16

울산청년창업센터

9

[5회차] 글로벌 향토기업을 일군 기업가정신
- ㈜덕산하이메탈 회장 이준호

2013-09-13

울산청년창업센터

10

[6회차] 창업과 세금
- 한빛회계법인 회계사 도광록

2013-09-23
2013-09-30

울산청년창업센터

11

[7회차] 창의적인 문제해결이론 트리즈
- ㈜트리즈마인드맵 대표 오경철

2013-09-30
2013-10-08

울산청년창업센터

12

[1회차] 쇼핑몰 운영 및 판매전략
- 귀티나 김성현 대표

2013-10-15

울산청년창업센터

13

[2회차] UCC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레드브릭스 김갑진 이사

2013-10-21

울산청년창업센터

14

[3회차] 명품비즈니스 매너
- PHL 교육컨설팅 박해령 대표

2013-11-04

울산청년창업센터

15

[4회차] 기업인사노무관리
- 노무법인 피플 대표 주형록 노무사

2013-11-13

울산청년창업센터

16

[5회차]창업 성공 실패 사례
-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김종희 센터장

2013-11-28

울산청년창업센터

17

[6회차] 정부자금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 본부 김영주 전문위원

2013-12-03

울산청년창업센터

8

심화교육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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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데이
● 울산청년창업센터 소속 4기 예비 청년CEO 중 신청자에 대해 멘토풀에서 멘토를 선택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
록함
● 멘토풀
분야

이름

소속

교육서비스

오경철

트리즈마인드맵

패션도소매(쇼핑몰)

김태영

울산패션인터넷사업협동조합

수공예

장한진

한국공예문화교육센터

카페식품

류현진

미스터루 아메리카노

김경희

칸츠소프트

조대형

아이유소프트

서비스마인드

박해령

PHL교육컨설팅

IT(컴퓨터그래픽)

강원구

나인픽스

재무/기업경영(학원)

우신재

우원뷰톡

제조, 유통, 마케팅

이진행

본코리아

웹･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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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홍보 세미나
● 목적 : 청년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업홍보 수단인 블로그, 카페를 통한 마케팅에 대한 실질적인 집중 교
육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함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3. 11. 18(월) 10:00 ~ 18:30, 울산청년창업센터 8층 교육장
- 대상 :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예비 창업자 및 수료 창업자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10:00∼12:00

2h

기조강연 : 온라인홍보 성공·실패사례 분석 및 전략
- 김광연 ㈜레드브릭스 대표

12:00∼13:00

1h

중식

13:00∼15:00

2h

세션1. 주제발표
- 카페활용방법 및 전략 : 김유리
- 블로그 콘텐츠 작성 및 활용방법 : 강태석
- 와이프로거로서의 온라인홍보 전략 : 함민정

15:00∼15:20

20
‘

휴식

15:20∼18:20

3h

세션2. 그룹별 컨설팅 및 토의
- 그룹1. 김광연 / 그룹2. 김유리 / 그룹3. 강태석/ 그룹4. 함민정

➲ 매니저 간담회
● 1차 간담회
- 일시/장소 : 2013. 6. 20(목) 10:00 ~ 6. 25(화) 10:00, 울산청년창업센터 8층
- 참석인원 : 87인 중 73인 참석
장소

매니저

참석인원

6. 20(목) 10:00~

일시

교육장

이정욱

9인

6. 20(목) 14:00~

교육장

이정욱

4인

6. 21(금) 10:00~

회의실

임은애

10인

6. 21(금) 14:00~

회의실

임은애

6인

6. 24(월) 10:00~

교육장

임은애

12인

6. 24(월) 10:00~

회의실

김아름

10인

6. 24(월) 14:00~

회의실

김아름

7인

6. 25(화) 10:00~

회의실

김아름

7인

6. 25(화) 10:00~

교육장

이정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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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간담회
- 일시/장소 : 2013. 8. 19(월) 10:30 ~ 8. 21(수) 13:00, 울산청년창업센터 8층
- 참석인원 : 84인 중 60인 참석
일시

장소

매니저

참석인원

8. 19(월) 10:30~

교육장

임은애

20인

8. 20(화) 11:00~

교육장

김아름

20인

8. 21(수) 11:00~

휴게실

이정욱

20인

● 3차 간담회
- 일시/장소 : 2013. 10. 22(화) 10:30 ~ , 울산청년창업센터 8층
- 참석인원 : 82인 중 39인 참석 (임은애 18인/김아름 12인/이정욱 9인)
● 간담회 주요 내용
- 중간평가 및 창업활동비 관련 논의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요 조사 및 신청 안내
- 사업 홍보 : 온라인 홍보 도구 활용법,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기타 내용
•벤처창업대전 안내 및 중국이우시장 소개
•디렉토리북 제작 안내 및 홈페이지 E-카탈로그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앞으로의 일정안내
•외부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지원 여부
•벤처기업인증 요건
•센터 내 쇼케이스 운영을 위한 제품협조 요청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수료기준 안내
•동호회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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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성공창업캠프
● 일시 : 2013. 6. 28(금) ~ 6. 29(토)
● 장소 : ㈜교원 스위트호텔 (경주 보문관광휴양지 내 북군동 116 드림센터)
● 참석
- 내빈 및 기관별 담당자
소속

내빈

기관별 담당자

직위

성명

비고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장만석

축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최원준

축사

울산대학교

취업창업지원처장

이상도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심광열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향미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사무관

곽기수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주무관

이은숙

울산대학교

담당관

이일수

울산대학교

실무자

최경란

영산대학교

실무자

최유현

울산과학대학교

실무자

정나리

춘해보건대학교

실무자

이소연

울산청년창업센터

센터장

신기왕

울산청년창업센터

팀장

송봉란

울산청년창업센터

실무자

이정욱

울산청년창업센터

실무자

임은애

울산청년창업센터

실무자

김아름

울산청년창업센터

실무자

김민선

- 기관별 창업자 : 선배 창업자 18명, 4기 예비 창업자 114명
(울산청년창업센터 66명, 울산대학교 22명, 영산대학교 5명, 울산과학대학교 12명, 춘해보건대학교 4명)

평생교육센터•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 주요 행사
- 개회식 : 개회사(울산발전연구원장), 축사(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예비청년 CEO
우수아이템 발표(4팀), 기념 촬영
※ 예비 청년CEO 우수아이템 발표(4팀)
순번

대표자

소속

아이템

1

김경희

울산청년창업센터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한 사용자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세팅
완료 시스템

2

신정윤

울산대학교

연인잡지, 모바일 초대장, 연인달력 등 주문제작 및 판매

3

이수용

울산청년창업센터

사진 관련 커뮤니티
- 개인이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소통

4

박세령

울산청년창업센터

전통 병과 및 떡 제작 / 판매

- 창업성공강연 : 성공창업을 위한 조건 ㈜레드브릭스 대표 김광연
- 조별활동 : 모의아이템의 마케팅 전략 구상, 조별로 발표
- 교류의 시간 (펀펀이벤트 - 2기 창업자)
- 조별코스미션 (7개) : 조별로 7개의 코스로 이동하여 각 코스미션을 수행
코스

담당자

코스 제목

내용

1

정나리

줄줄이 그려요

주어진 제시어를 그림으로 그려 정답 맞추기

2

최정란

신문지로 문장만들기

주어진 제시어를 신문지에서 글자를 찾아 붙이기

3

김아름

보드게임 3종

젠가, 원숭이게임, 다트게임

4

이정욱

방과 방 사이

주어진 제시어를 몸으로 표현하여 정답 맞추기

5

김민선

3종 릴레이 게임

포스트잇 떼기,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사진 찍기

6

임은애

철인3종경기

티슈 불기, 제기차기, 야쿠르트 볼링

7

펀펀이벤트

펀펀 복불복게임

- 미니체육대회 : 펀펀이벤트의 진행으로 미니체육대회 진행
● 시상
- 조별 발표 (1등 : 7조 / 2등 : 13조 / 3등 : 1조)
- 종합 (1등 : 5조 / 2등 : 7조 / 3등 : 8조 / 4등 : 10조 / 5등 : 3조)

261

262

Annual Report 2013 Ulsan Development Institute

➲ 2013년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중간평가
● 일시
- 1차 : 2013. 5. 28(화) ~ 5. 29(수)
- 2차 : 2013. 8. 12(월) 09:30 ~ 8. 13(화) 18:00
● 장소 : 울산청년창업센터 8층
● 참석
- 1차 : 92팀 (4기 : 72개팀, 4기 추가 : 20개팀)
- 2차 : 85개팀 (4기 : 67개팀, 4기추가 : 18개팀)
- 3차 : 82개팀 (4기 : 65개팀, 4기 추가 : 17개팀)
● 목적
- 사업추진 여부를 평가하고 성공 가능성을 판단
-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보완사항 지적
● 내용
- 정량적 평가 : 사업 진척화 정도, 사업수행의 성실성,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 정성적 평가 : 실무진 의견, 사업추진 정도, 사업성, 상품성, 사업역량, 평가위원 의견
● 평가 방법
- 9개의 항목의 배점을 달리하여 종합평가
- 실무진 평가와 평가위원 평가의 최적 조합을 통해 계량적 지표로 파악할 수 없는 예비 창업자의 추진 노력 및
진행상황을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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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및 배점

정량적 평가(35점)

정성적 평가(65점)

실무진 평가(45점)
평가
구분

평가위원 평가(55점)

사업
수행의
성실성

예산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사업실적

실무진
의견

사업추진
정도

사업성

상품성

사업역량

평가위원
의견

평가
점수

(20점)

(10점)

(5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5점)

세부
내용

교육이수
정도,
센터 출석
현황,
서류제출
기한준수
정도,
기타 활동
참여

당초
제시한
예산
계획과의
부합성,
예산
사용의
적절성

창업추진
열정,
성실성,
의지 등
인적
자원의
역량평가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및
컨설팅

평가
등급

A
(90점 이상)

실무진의
주관적
평가 및
사업자
수시로
등록증
이뤄진
발급 유무,
예비
매출 현황,
CEO와의
부가
상담에
고용 등
따른
평가점수
B
(89~80점)

제품개발
진척정도,
사업
전반적인
활동의
추진정도
및
방향설정
C
(79~50점)

매출
실현
차별성,
가능성,
참신성,
판로개척,
기술력 등
지원
효과성 등

D
(49~40점)

F
(39점 이하)

● 평가 등급별 조치사항 : 등급별 창업 활동비 차등 지급
- A등급(100점 ~ 90점) : 1,000,000원 / 최대 10개팀 (기본 500,000원, 인센티브 500,000원)
- B등급(89점 ~ 80점) : 800,000원 / 최대 10개팀 (기본 500,000원, 인센티브 300,000원)
- C등급(79점 ~ 50점) : 500,000원(기본 500,000원)
- D등급(49점 ~ 40점) : 300,000원 / 최대 10개팀 (기본 500,000원, 차감 200,000원)
- F등급(39점 ~ 0점) : 창업활동이 미진하거나 프로젝트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퇴거 조치
※ 하반기로 갈수록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A, B등급에 해당하는 팀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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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결과
등급

1차(팀)

2차(팀)

3차(팀)

A등급

8

8

29

B등급

11

16

29

C등급

61

49

19

D등급

5

9

5

F등급

4

2

퇴거

3

1

➲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
● 목적 : 울산지역의 기술창업분야를 울산대학교에서 발굴하여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학생창업의 기회 제공함
● 지원예정팀 : 4팀
● 모집분야
- 기술창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 지식창업 : 지식 콘텐츠, Web 기반 서비스업, SW 콘텐츠, 디자인, 공예 등
- 응용앱, 인터넷 창업
● 지원내용 : 팀당 최대 1,500만 원 사업비 지원

창업자금

시제품 제작비

외주 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 활동비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문헌 구입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사업기간 : 2013. 11. 1(금) ~ 12. 31(화)
● 모집기간 : 2013. 10. 18 ~ 10. 30
● 지 원 자 : 총 7팀 신청, 서류평가 통하여 6팀 발표 및 인터뷰 참여
● 면접평가 : 11. 7(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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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자
- 아이템 : 생체 신호를 이용한 마비환자의 재활훈련 시스템
•대표자 : 이슬비(의공학과 / 4학년)
•팀 원 : 제진효
（의공학과 / 2학년) 김진성(의공학과 / 3학년)
- 아이템 : 휴대용 자가발전 스마트폰 충전기 개발
•대표자 : 윤창균(수학과/전자공학부 복수전공 / 4학년)
•팀 원 : 이병철(전자공학부(전기전자) / 대학원)
김진혁(경영정보학과 / 4학년) 박현영(가정복지학과 / 4학년)
- 아이템 : 맛과 향이 뛰어난 은행주 개발 및 판매
•대표자 : 김성환(생명과학부 / 4학년)
•팀 원 : 기진석(생명과학부 / 4학년) 이혜라(생명과학부 / 4학년)
- 아이템 : 스마트 짐 시스템
•대표자 : 정유림(영어영문학과 / 4학년)
•팀 원 : 오세기(일본어 일본학과 / 4학년) 오주석(컴퓨터정보 / 4학년)
● 협약 : 11. 8(금)
● 최종보고 : 시제품 제출 및 정산

➲ 선진사례 탐방
●「2013년 소상공인박람회⌟ 참관 및 창업선진사례 탐방
- 목적
•창업자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며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예술과 문화를 통한 가치창출에 대한 관심 및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을 줌
- 일시/장소 : 2013. 10. 10 ~ 11 / 일산 KINTEX,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시 출판단지
- 참석인원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이은숙 주무관, 울산청년창업센터 송봉란 외 4명, 주관기관 실무진 2명, 예
비창업자 및 수료자 41명
- 2013 대한민국 소상공인 박람회 참가 기업 : 김봉석(3기/수제도장), 이광희(3기/남성용 가방), 이진행(2기/기능
성 화장품)
- 박람회 참가기업 실적
•본코리아 이진행 대표 : 상담 10건, BtoB 계약 5000만 원 이상 3건 이상
•석흠실 김봉석 대표 : 상담 4건, 현장판매 약 100만 원, 수제도장 단체 주문 2건 진행
•빌링스 이광희 대표 : 단체 납품 상담 12건, 서울가스공사 가방 1000개 이상 납품 계약, 일본 니코사 가방
4000개 납품 계약 진행, 의료기 전문회사 가방 매년 500개 이상 납품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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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참관
- 참관 목적 :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성화와 창업실현을 위한 벤치마킹
- 일시/장소 : 2013. 12. 6(금) / 서울 COEX
- 참석인원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이은숙 주무관, 울산청년창업센터 송봉란 외 2명, 창업자 11명
- 참관내용 :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 청취, 지역별 창업지원사업 참관, 창업기업 부스 참관

➲ 4기 수료식 및 최종 보고회
● 목적
- 2013년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의 창업지원 성과와 지속적인 사후지원 성공사례를 알림
- 4기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창업자를 축하하고 앞으로 CEO로서의 길을 격려하
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3. 12. 27(금) 14:30 ~
- 장 소 :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소극장
- 참석자 : 150명(울산광역시 장만석 경제부시장 등 5명, 울산발전연구원 하동원 원장 등 10명, 주관대학교 내빈
등 30명, 4기 예비창업자 100명, 수료 창업자 5명)
- 행사 내용
•2013년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실적보고
•각 기관별 성과 나눔의 시간 : 1기 강원구, 2기 김재은, 3기 한아람, 4기 도용남, 염승한, 윤장효, 곽창섭 대표
의 창업 스토리 발표
•청년창업가와의 토크 콘서트 : 이진행(2기), 김윤규, 오경철(2기) 대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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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매장‘톡톡스트리트’운영현황
● 매장 명칭 : 울산청년들의 열정을 파는 가게「TalkTalk st.(톡톡 스트리트)」
● 개장 일자 : 2013. 3. 22(금)
● 총사업비 : 79,400천 원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95-23 2층 (370.47㎡ (112.06평))

● 목표 인원 : 20팀(현재 17팀 운영 중)
● 입점 기준 :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및 창업 우수자
● 입주자 명단
연번

호수

기수

업체명

업체 소개

1

201

2기

크리스티앙

커피전문점

2

203

2기

크리스티앙

고래캐릭터 만주 판매

3

204

2기

Eni네일

네일아트 및 미용서비스

4

205

3기

석흠실 전각 공방

전각, 캘리그라피 작품판매

5

206

3기

손으로 만드는 세상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6

207

3기

한국풍선문화아카데미

소매업, 서비스

7

208

4기

바드래 홈패션

침구, 커튼 등 패브릭제품 판매

8

209

4기

교차

고래모양의 토이와 울산 기념품 판매

9

210

2기

티사바

남성의류

10

211

2기

스팩트럼D

액세서리 및 의류 판매

11

212

2기

스팩트럼D

액세서리 및 의류 판매

12

213

2기

앙투아네트 케이크

디자인케이크 및 주문제작 케이크

13

214

2기

아이러브뮤지엄

여성 악세사리 전문 판매

14

215

4기

메이웰

수제화장품, 아모라 향초 판매

15

216

2기

올어바웃

여성 의류악세사리 판매

16

218

3기

비에스몰

남성가방, 서류가방 판매

17

219

1기

텍스온주식회사

세무신고 자동화 프로그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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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창업 교육 실시
- 9월 23일“청년장사꾼”김윤규 대표 강의 및 컨설팅
- 강의 주제“청년창업 성공 비결”
- 개별 컨설팅 5명 진행
● 환기시설 설치공사 진행
- 공 사 명 : 울산청년창업센터 오프라인매장 톡톡스트리트 환기시설 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13년 9월 25일(수) ~ 10월 1일(화)
- 공사내용 : 톡톡스트리트 370.47㎡ (112.06평) 의 환기시설 설치공사
전체 면적 370.47㎡(112.06평) 중 입주자 공간 및 복도, 화장실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 시설 설치 공사
● 2013대한민국 소상공인 박람회 등 선진사례 탐방
● 9월~10월 울산시 대형 축제 적극 홍보 부스 운영
● 2014년도 입주자 모집 : 11. 13(수) ~ 19(화)
● 2014년도 입주자 선정 심사 및 결과
- 심사일시 : 11. 20(수) 16:00 ~ 18:00
- 심사결과 : 입주연장 10개팀, 퇴거확정 6개팀(자진퇴거 5팀, 부적합 1팀), 신규입주 1개팀(김한나/Thing’
s)

문화재센터

문화재센터는 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문화유적자료를 분석·연구함으로써
울산의 뿌리 깊은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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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집 울주 신화리유적Ⅱ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4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진 | 이재현, 송정식, 황현진, 강정미, 이정민, 장지연, 고영민 |

울주 신화리(新華里)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

위치한다. 특히 동쪽을 바라보는 남서쪽 계곡부에 집중되

화리 일원의 경부고속철도(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고 있다. 출토유물은 자기(분청사기, 백자)와 옹기병, 각종

부지 내 2구역에 대한 구제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구슬장식, 청동주자, 완(발), 청동숟가락· 젓가락을 비롯하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허가 제2009-207(2009. 04. 02)호

여 청동도장, 엽전 등이 있다. 분청사기는 인화문이 조밀하

에 의거하여 2009년 10월 5일부터 2010년 6월 21일까지

게 시문된 것과 귀얄기법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15세기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지

중반에서 1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 면적은 20,064㎡(A4-1지구 13,064㎡, B6-1지구 4,922

울주 신화리유적은 청동기시대 취락과 삼국시대 및 조선시

㎡, B6-2지구 2,078㎡)이다.

대 분묘군이 주를 이루는 복합유적이며, 신화리· 교동리 일

발굴조사 결과 A4-1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0기,

대에 형성된 청동기시대와 삼한·삼국시대 대규모 취락의

석관묘 1기, 삼국시대 석곽묘 1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분

일부이다. 또한 조선시대 언양지역 분묘의 분포양상과 특

묘 76기, B6-1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수혈 4기, 구(溝) 13

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기, B6-2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삼국시대 주
거지 1기, 수혈 2기, 구(溝) 1기의 총 161기 유구가 확인되
었다.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조선시대 분묘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의 경우 남북방향의 세장방형과 장방형이 주를 이루
고, 구릉 사면부에는 방형이 주로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시
설로는 노지, 주혈, 벽구, 배수구 등이 있다. 출토유물은
A4-1지구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석기류 등 179점과 조
선시대 자기류 등 90점, B6-1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토기
6점, B6-2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토기 2점과 석기류 9점
등 총 286건 299점이 확인되어 토도류와 석기류가 주를
이룬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유물을 검토해 보면 2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각 단계의 위치를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 내에서 상정해 보면 1단계의 경우 중대형의
장방형 주거지가 주를 이루며 구릉의 정상부를 에워싸듯이
배치된다. 문양으로 보면 복합문이 단독문양으로 가기 바
로 전 단계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2단계
의 경우 주거지가 정형화되는 단계로 토기 문양에 있어서
단독문양만 나타나는 시기이며 검단리 1·2기에 해당된다.
시기는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분묘는 해발 66~78.5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발굴기간 2009. 10. ~ 2011. 3.
발행사항 2013. 3. 215면
중요유물 무문토기, 석검, 연질토기, 백자대접 등

문화재센터

제69집 울주 신화리유적Ⅲ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진 | 이재현, 송정식, 황현진, 강정미, 이정민, 장지연, 고영민 |

울주 신화리(新華里) 구석기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
남면 신화리 일원의 경부고속철도(KTX) 울산역 역세권 개
발 사업부지 내 2구역(B6-1지구 3,708㎡)과 4구역(A4-5
지구 내 1,000㎡)에 해당된다.
발굴조사 결과 2개 지구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3개의 문화
층이 확인되었다. 1문화층(2구역 B6-1지구 하부)의 출토유
물로는 몸돌, 격지, 망치돌, 긁개, 밀개, 부리날석기 등이 있
으며, 2문화층(2구역 B6-1지구 상부)의 출토유물로는 몸
돌, 격지, 밀개 등이 있고, 3문화층(4구역 A4-5지구)의 출
토유물로는 몸돌과 돌날격지, 뚜르개, 홈날, 등손잡이칼, 긁
개, 찍개 등이 있다.
층위상 위치 및 석기의 구성과 그 제작기법상의 특징을 통
해 볼 때 2구역 B6-1지구의 하부문화층인 1문화층은 구석
기시대 중기-후기 변천기의 석기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상부문화층인 2문화층은 후기구석기, 3문화층은
후기구석기시대 후기 또는 말기로 추정된다.
신화리유적에서 확인된 시기를 달리하는 3개의 문화층을
통해 울산지역 구석기시대 문화상에 대한 이해가 일정부분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된 퇴적층과 함께 토양쐐기층이 확인
되어 자연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울산지역 구석기시대 연구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울산지역 구석기시대
발굴조사의 증가를 기대한다.

발굴기간 2009. 10. ~ 2011. 3.
발행사항 2013. 1. 287면
중요유물 몸돌, 격지, 밀개, 등손잡이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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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집 울산 서동유적
-울산 우정혁신도시 2구역 2차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조사진 | 이재현, 배은경, 김현철, 김광옥, 강정미, 송정식, 최승희, 전은영, 김성욱,
한선영, 김민경, 김현주, 이선철, 이정민, 박정환, 김지연, 박찬미, 고영민 |

울산 서동유적은 울산 우정혁신도시 2구역 2차부지(C-3구
간)에 대한 구제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및 고려
~조선시대 유적이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제2009-49호)를 받아 2010
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 울산발전연구원 문
화재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유적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635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66,420㎡이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청
동기시대 주거지 196동, 집석유구 2기, 구 2기, 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 1동, 고려~조선시대 무덤 703기, 매납유구 1
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5동, 수혈유구 5기 등 총 915기
이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를 비롯한 석촉, 석부 등
의 석기류, 고려~조선시대의 토기류, 자기류, 철기류, 총동
기류 등 총 810점이 출토되었다.
울산 서동유적은 동천의 하류지역에 위치한 구릉 일대에
분포하는데 이러한 자연환경은 청동기시대에 취락이 입지
하기 좋은 지형조건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대량으로 확인된 점도 입지환경과 관
계가 있다. 청동기시대 유구와 유물의 중심연대는 청동기
시대 전기 후반~후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울산지역
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
여주는 유적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고려~조선시대의 무덤
은 당시의 매장풍속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발굴기간 2010. 9 ~ 2011. 8
발행사항 2013. 8. 1,090면
중요유물 무문토기, 석부, 청자, 청동숟가락 등

문화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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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집 울산 천곡동 600-5번지 유적
-네오골프연습장 발굴조사 보고서조사진 | 이재현, 송정식, 황현진, 강정미, 이정민, 고영민, 손정규 |

울산 천곡동 600-5번지 유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조선시대 분묘는 비록 1기이지만 장신구와 가위 등의 다양

600-5 일원에 위치하며 골프연습장 신축부지에 대한 구

한 유물 출토로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

제발굴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네오골프연습장 대표 서

다. 따라서 천곡동 600-5번지 유적은 신화리 일대의 유적

광석은 골프연습장 신축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중 일부로 많은 시대와 다양한 유구를 통해 이 일대의 시

울산발전연구원에 시·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문화재청 허

대별 분포양상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 제2011-0568호(2011.08.17)에 의거하여 시굴에서 확정
된 범위 4,700㎡에 대한 천곡동 600-5번지 유적 발굴조
사는 2011년 11월 17일 ~ 12월 22일, 2012년 4월 12일 ~
4월 13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8기, 삼한시기 수혈 2
기·목곽묘 4기, 조선시대 분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
로는 무문토기와 석기류, 와질토기와 철기류, 청동류와 구
슬류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유적의 주변 지형은 북쪽에는 순금산(해발 119m)이 있고,
동쪽에는 동천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
은 크게 순금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부의 능선과
곡부, 그리고 그 아래 남쪽의 평지 일부이다. 천곡동 일대
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발굴조
사가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천곡동 600-5번지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기, 조선
시대까지 기수는 적지만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유구
수에 비해 유물 빈도도 높은 편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부분적인 삭평이 많으며 유물은 12호와 15호 주거지에 밀
집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울산지역의 청동
기시대 주거지와 유물 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청동기
시대 전기 후반의 이른시기로 추정된다. 또한 다양한 기종
의 토기와 석기의 공반으로 청동기시대 공반유물 비교자료
로 좋은 자료의 기반이 되리라 생각한다.
삼한시기의 수혈과 목곽묘는 토기와 더불어 철기가 확인되
어 기존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목관묘 후기단계로 추정되며
조금이나마 울산지역의 목관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발굴기간 2011. 10 ~ 2012. 4
발행사항 2013. 11. 99면
중요유물 무문토기, 철부, 철검, 가락지, 동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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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집 울주 반천리 유적
-행복학교 발굴조사 보고서조사진 | 배은경, 이재흥, 송정식, 황현진, 한선영, 전은영,
이정민, 이선철, 김민경, 고영민, 채상훈 |

울주 반천리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20
번지 일원으로 남쪽의 태화강 하안충적지와 북쪽의 험준한
산지가 만나는 완만한 구릉에 해당한다.
반천리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총 33기로 청동기시대 주
거지 10기·굴립주 건물지 3기, 고려시대 기와가마 1기, 조
선시대 수혈 9기·구(溝) 5기, 시대미상 분묘 1기, 수혈 4기
등이다.
발굴조사지역은 울주 반천리 샘소유적에 포함되며 최근까
지 주변에는 울주 반연리 유적, 울주 반천리 천소유적 등
발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반천리 유적에서 조사한 유구와 유물들을 주변 유적들과
비교·검토해보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경우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벽
구시설 및 배수구가 발달된 형태를 띠고 있다.
출토유물은 주거지 수에 비해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단계를 나누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기존
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주거지는 소형화·정형
화가 진행되는 단계로 유물은 복합문에서 단독문으로 이행
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의 이른 시기
로 추정된다.
조사지역의 동쪽의 완만한 구릉에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형
성되어 있으며 북동쪽의 저지대에 주로 조선시대 수혈과
구(溝) 등의 유구가 밀집되어 있어 입지의 차이가 확인된
다. 이처럼 반천리 유적은 유구의 삭평이 심하고 공반된 유
물의 사례가 적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유적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울주 반천리 유
적 청동기시대 취락의 특징과 성격규명에 조금의 보탬이
되길 바라며, 향후 연구가 진행되면 취락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기간 2012. 6 ~ 2013. 3
발행사항 2013. 11. 124면
중요유물 무문토기, 석촉, 기와, 자기편 등

문화재센터

제73집 울산 상안동 가재길유적
-울산 북구 쌍용아진~달천중학교 간 도로부지 발굴조사 보고서조사진 | 이재현, 배은경, 김성식, 이선철, 박찬미 |

울산 상안동 가재길유적은 울산광역시 상안동 산38-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조사대상 부지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실
시하는 울산 북구 쌍용아진아파트부터 달천중학교까지 연
결되는 도로부지이다.
발굴조사지역인 상안동과 천곡동 일원에는 40여 곳 이상
의 유적이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25곳 정도가 정밀발
굴조사되어 청동기시대 취락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조사 대상지에 대한 지표조사는 2009년 2월에 한국문물
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접한 구릉에
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과 달천광산 등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사업 대상지 전체(6,000㎡)에 대해 입회 조사를
권고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연구원에 입회 조사
를 의뢰하였고, 2011년 11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어
Ⅰ구간(600㎡)과 Ⅱ구간(300㎡) 총 900㎡에 대해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 삼한시대 목관묘
1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발굴기간 2009. 2 ~ 2011. 12
발행사항 2013. 11. 52면
중요유물 발, 석도,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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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집 울산 용연동 고려시대 분묘 유적
-울산 남구 용연동 산40-1번지 NEW PX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조사진 | 배은경, 이재흥, 김성식, 한선영, 박찬미, 이선철 |

울산 용연동 고려시대 분묘 유적은 주식회사 SK건설에서
추진하는 울산 용연동 NEW PX 건립부지에 따른 발굴조
사로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산 40-1번지 일원에 해당하
는 해발 40m의 구릉에 위치한다.
울산 용연동 고려시대 분묘 유적에서는 고려시대 토광묘
58기를 비롯하여 시대 미상의 구상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본 유적은 분묘의 배치와 특징 및 출토유물로 보아 고려시
대 후기인 14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발굴기간 2012. 2 ~ 2012. 4
발행사항 2013. 12. 175면
중요유물 청자, 도기, 청동합, 청동숟가락

부

록

- 지난 12년 연구목록

278

Annual Report 2013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실적
자체연구과제

2012
•울산시정에 대한 울산시민의 정책 우선순위 선호도 분석
- 울산시민의 행정수요 측정
•울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방안 연구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 울산지역 고물가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
•울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항만물류 기반의 석유화학산업 연계 육성 방안
•울산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대기질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악취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울산 도심녹지의 탄소흡수원 확보 및 저감방안 연구
•울산지역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울산지역 문화예술자원 현황과 활용 방안
•울산지역 내 관광 유입 확대방안
–청소년 관광 유입 활성화를 중심으로
•수요대응형 자전거 활성화 방안 연구
•태화강변 경관관리 실행방안 연구
•울산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산업기술문화공간 건립 타당성 기본연구
•광역시 15년, 울산시민의 삶의 질 평가와 과제
•울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울산관광상품 개발연구
- 울산발전연구원이 제안하는 울산관광상품
•울산 물류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재난위험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광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방안 연구
•가족유형 다양화에 따른 울산 건강가정 지원방안 연구
•지역 내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 청년층의 취업과정 분석
•복지수요 증가가 울산광역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교 주변경관 관리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행정경영연수원 건립방안 연구
•동남권 광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울산의 대응전략 수립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사례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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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울산광역시 가로수 수종 선정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추정 연구
•KTX 개통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창조도시화 발전전략
•울산광역시 체류형 관광전략 수립
•동남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울산광역시의 대응방안
•울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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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도심 옥상 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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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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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전시관 기능 연구
•울산지역 레저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울산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
•장래 시가화 예정용지 수요 분석
•미분양 주택 특성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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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자체연구과제

•환동해경제권과 울산의 발전전략
•울산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울산지역 주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특성과 전략적 접근
•울산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2008
•울산광역시 자체평가 지표체계 개발
•시장개방에 따른 울산지역 산업구조 변화 가능성 연구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육성방안
•고령화 대책과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연구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수정계획을 위한 연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대응방안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및 주민 체감도 증대방안
•울산지역 문화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효율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울산 도심지역 관리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도심과 주변지의 공간적 전문화 특성과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환동해경제권의 발전과 울산의 역할

2007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울산지역 혁신주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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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 오염원 제어를 통한 장기수질 변화 연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최적 설치 방안 예비 타당성 검토 연구
•도심공원 가치평가 연구 - 울산대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 축제 발굴을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 전략 연구
•친환경 도시개발 추진방향 연구
•도시정비 예정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방안 연구

2006
•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수정계획 수립 연구
•아카데미폴리스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혁신도시 건설과 도시발전 연계방안
•울산지역 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과 성과 측정
•글로벌 생태도시를 위한 실천과제 수립
•체육시설 운영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부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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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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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자동차 부품산업 박람회 타당성 검토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3개 로터리 주변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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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보화 정책으로서
‘정보화 마을’
연구
•푸른울산21 평가와 과제 Ⅱ

2003
•울산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유통산업 활성화 방안
•Ecopolis 울산계획
•도심 소하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유지용수 확보방안

281

282

Annual Report 2013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실적
자체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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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
•동남경제권 지역 잠재력 분석과 균형발전 방향 조사연구
•중소기업 수출진흥 종합시책
•울산 IT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수립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발전방향 및 복지시설 수요예측
•디지털시대의 지방행정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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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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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1년도 이행평가 연구용역
•울산하늘공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UNIST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조정 검토 연구
•우수마을기업 탐방 직원연수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 용역
•1단계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분석 울산권역 부문
•울산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운영 위탁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발전전략 세미나 용역
•울산광역시 제4차 지역(신재생)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2012 울산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 연구용역
•동북아 오일허브 연관 울산 지식서비스산업 연구용역
•범서구영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평가
•울산상의 50년사 발간
•울산 전지산업 동향분석 및 KIER 대응전략 수립
•간절곶공원 내 유휴부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울산공설화장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

201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0년도 이행평가 용역
•중구비전 2030 학술용역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전 공공기관 및 울산 산학연 간 인적자원 및 지식서비스 수요공급체계 구축방안 용역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울산지역 금융기능 강화방안 연구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 발전방안 연구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여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울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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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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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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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융합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Global Expert
양성평가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공동 교통조사사업

2009
•동천강 마스터플랜 수립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저감 기본 및 실천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주택종합계획 수립
•동해안권 권역별 잠재력 분석 및 신성장 동력화 방안
•낙동강수계 밀양B유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울산지역 산업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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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전략구상 학술용역

2008
•여천배수장 수질오염조사 및 개선방안 타당성 검토
•외황강 마스터플랜 수립
•울산광역시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논리 개발 및 기본 구상
•혁신도시 기능 활성화와 지역연계 발전방안 연구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오영수·서덕출 문학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울산광역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처용문화제 명칭 변경 및 축제의 발전방안 연구
•2007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혁신도시 기반 구축 용역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 영향 분석
•활천일반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울산 경관기본계획 수립

부록

•국가 기간산업 테크노산단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연구
•울산 울주군 옹기엑스포백서 발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

2007
•2007 울산가족 여성 지표조사 및 정책방안
•언양읍 외 2개소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학술용역
•태화강 둔치시설 이용 종합계획
•울산곤충축제 타당성 검토 연구
•광역시 승격 10주년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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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산국가산업단지 소성(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울산환경 10년, 그리고 내일
•지역 특수적 경제통계 개발 및 구축 방안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 개선사항 검토 연구
•태화강 방사보 철거이후 생태, 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
•2030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2006
•울산 랜드마크 개발과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물순환도시 울산 종합계획 수립
•회야강 수질현황 가이드
•남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동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생산자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2006년 과학기술인상 심사·선정
•울산광역시 노동시장 구조분석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개선방안
•태화강 발원지 찾기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
•중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노사협력문화 확산 방안
•태화강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
•울산 대중교통 기본계획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개선 등 발전방안 마련 학술용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능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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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수탁과제

2005
•환동해권 발전계획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태화강변 경관계획 수립
•지역 제조업체 IT기술 활용실태와 DMITRC 역할에 관한 연구
•호소 중심의 공공수계 수질환경 개선방안 연구
•태화강 지천(약사천, 명천천) 오염실태조사 및 오염차단 방안제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2021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 학술용역
•울산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울산지역 중·장기 인력 및 훈련수요 전망
•울산 지역산업 연관분석
•울산광역시 장애인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지역과학기술문화 역량제고 정책방안
•울산 동구 해양문화관광 자원의 사업화를 위한 포럼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전략 수립
•태화강 방사보 존치여부 타당성 검토
•2005 울산시정 현황
•지역혁신연구회 운영사업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립 기본구상

2004
•언양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연구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
•태화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학술연구
•울산광역시 여성발전 종합계획
•울산광역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낙동강 취수원수 수질확보 및 수계 관리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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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문화 실태조사
•지역혁신연구회 운영사업
•울산지역 전략산업분야의 성인 직업능력개발 수요조사
•지역 인적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친화적 과학기술 문화 육성방안 연구

부록

2003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중앙시장 CI 개발
•울산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
•전통옹기 문화체험마을 조성계획 수립
•신한기계(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사전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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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적 자원 개발 기본계획
•테크노빌딩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울산사랑운동 설문조사
•친환경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1
•제3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21C 동구발전 기본계획
•2001년도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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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협약과제

2012
•울산 금융산업 발전방안 수립
•2012년 울산교통포럼 운영
•울산창조도시포럼 운영
•울산녹색성장포럼 운영
•지역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사업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의 know-how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사업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
•2012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마을기업 분야)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빗물침투·저류·이용시설 설치·활용 및 관리방안 연구
•울산 외황강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연구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2012년 울산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및 평가
•울산 및 타 시·도 시티투어 실태 비교분석 및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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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울산교통포럼 운영
•울산녹색성장포럼 운영
•울산여성포럼 운영
•울산경기 선행지수 개발
•원전산업 육성발전 마스터플랜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지역 효율적 토양보전을 위한 기술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선진노사포럼
•처용학술제
•동남권 여성발전 네트워크 여성발전 대토론회
•자립형 공동체(CB)사업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
•제4회 동해안발전포럼

2009
•울산교통포럼 운영
•울산여성포럼 운영
•생태효율적 관점에서 환경인프라 개발사업 평가
•태화강 마스터플랜 2단계 추진방안

부록

•녹색성장포럼 운영
•울산선진노사포럼 운영
•울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 파트너십 활성화 토론회
•울산 혁신도시 건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2009 지역인재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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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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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분석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개선방안
•노사협력문화 확산 방안
•동서교류 협력사업 영호남 연구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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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현안과제(수시)

간행물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11건
26건
28건
36건
32건
36건
13건
13건
9건
6건
9건
11건

•
『울산발전』(계간, 2003년 1월부터 발간)
•
『울산경제동향과 전망 』
(계간, 2004년 4월부터 2009년도까지 발간)
•
『이슈리포트』(수시, 2008년 5월부터 발간)
•
『경제사회브리프 & 도시환경브리프』(주간, 2011년 12월부터 발간)
•
『울산경제의 窓』(월간, 2013년 10월부터 발간)
•
『연차보고서』(연간, 2012년 2월부터 발간)

정기간행물

2012

세미나·심포지엄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2. 1)
•울산형‘2030년 창조도시 만들기’대토론회(2. 7)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2. 28)
•기후변화와 푸른숲 지키기 세미나(4. 19)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4. 27)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녹색생활 실천방법(5. 9)
•영상으로 보는 울산공단 50년 변천사 세미나(5. 23)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6. 4)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세미나(6. 22)
•성인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포럼(7. 23)
•울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활용방안(8. 23)
•걷고싶은 울산,‘울산 녹색길’심포지엄(9. 25)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심포지엄(9. 26)
•울산광역시 공무원연수원 차별화 설립방안은?(9. 27)
•셰일가스가 울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11. 2)
•개원 11주년 기념 심포지엄“울산시민의 삶의 질 변화와 향후과제”
(11. 14)
•울산학 심포지엄“울산의 전통놀이문화 마두희 재조명”
(11. 23)

부록

세미나·심포지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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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9. 27)
•기후변화 잘 적응하고 있는가 (9. 27)
•창조도시를 향한 울산의 교육발전(10. 7)
•고속철도와 도시발전, 그리고 울산의 미래(10. 24)
•녹색성장시대 울산생태산업단지 발전방안(11. 16)
•울산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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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건설 심포지엄(5. 3)
•RHRD의 새로운 도전 : 지방 R&D 기반실태 및 시·도별 특화방향(6. 17)
•울산의 걷는 길 조성방안(6. 17)
•울산녹색성장 전략산업 심포지엄(6. 25)
•동북아 초국경 지역발전과 정책과제(7. 7~9)
•북한경제와 동북아시아 경제권(9. 17)
•새로운 도시, 새로운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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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예술 경영을 만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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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알 공동체에서 문화 공동체로의 전환(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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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심포지엄

2008
•신정부 정책방향과 보육문제(5. 2)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 만들기(6. 20)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한 울산산업 대응방안 모색(7. 3)
•울산선진노사포럼 세미나(10. 7)
•1920~30년대 울산의 모습 - 일제시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10. 10)
•울산발전 미래전략 국제세미나(12. 16)
•2009년 울산경제전망 세미나(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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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수자원 현황 및 문제점 / 공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막여과공법 적용(10. 18)
•2007 기본과제 연구발표회(10. 4, 10, 11, 12)
•울산학 연구발표회(11. 14~15)
•울산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방안(11. 30)

2006
•울산여성에게 묻는다(3. 30)
•그랜드 디자인 울산(4. 0)
•노사협력문화 확산 대토론회(9. 27)
•수도권에 대응한 영호남 지역 경쟁력 강화(12. 7)

2005
•태화강 마스터플렌 수립 시민토론회(1. 21)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대시민공청회(2. 16)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울산’
의 발전방안(4. 28)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1주년 기념 심포지엄(6. 9)

부록

•울산의 정체성과 지역학 연구방안(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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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 설립 기본구상 시민공청회(10. 5)
•지방분권시대의 국토계획과 울산의 미래(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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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주력산업의 현재와 미래(2. 21)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7. 23)
•울산 과학기술 혁신 토론회(8. 29)
•21세기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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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