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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난 한 해의 업적이 담긴

올해도 어김없이 울산발전연구원 연차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연차보고서가

연차보고서는 한 해 동안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및 정책적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자료가

정리한 것으로, 연구원의 기본현황, 주요 활동, 연구실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안을 쉽고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요약, 추진사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와 함께 2014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연구원이 추구해온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여러 성과들이
도출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기울인 노력과 땀의 결실이 해를
거듭할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지역현안과 정부의 정책, 미래사회
대비라는 큰 틀 안에서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 문화 및
복지사업 확대 등 10대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핵심 과제는 2건의 기획과제와 18건의 기본과제,
12건의 정책과제, 17건의 이슈리포트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울산시 관련 정책부서 및
기업, 학계 관계자들과 시민들께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성과는 울산시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실례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마련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2015년 시 정책에 반영되어 계획이
가시화되는 등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간사

연구원은 이처럼 지난해 수행한 연구 활동과 주요 사업을 토대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14년도 연구원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은 시·도 연구원 운영의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와 우수사례들을 발판 삼아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기관, 기업,
시민 등 실수요자들에게 유익한 대안 제시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연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
울산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4 연차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운영전략과 중장기 비전,
목표 선정에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께 연구원을 위한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울산발전연구원장 황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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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지역현안
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시정정책개발‧수립
및 교육‧자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비전
본 연구원은 타 시·도에 비하여 늦게 작은 규모로 출범하였지만,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지역사회 최고의 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이 되고자 합니다.

비전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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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2014. 09.
2013. 03.

2012. 07.
2011. 08.
2011. 04.
2011. 01.
2010.
2007.
2006.
2006.
2006.
2005.
2004.
2002.
2002.
2001.
2000.
2000.

02.
02.
11.
03.
03.
04.
02.
09.
01.
02.
12.
12.

6대 원장(황시영 박사) 취임
부서 체제 개편
(1국 5실 2센터 : 사무국, 연구기획실, 경제산업실, 문화사회실, 환경안전실,
도시공간실, 문화재센터,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설치
부서 체제 개편
(1국 3실 1센터 : 사무국, 연구기획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5대 원장(하동원 박사) 취임
부서 체제 개편
(3실 1센터 : 기획경영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4대 원장 (서근태 박사)취임
3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경제동향분석센터 개소
울산학연구센터 개소
여성가족정책센터 개소
국회도서관 상호 협력체제 구축
2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가입
연구원 이전 (북구 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원 개원 초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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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공
간
연
구
실

문
화
재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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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전산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전산학 박사
주요경력
- 현대중공업 CTO(기술경영실장, 중앙기술원장)
- UNIST 석좌교수

원장

황시영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위원(실장)

연구위원(기획팀장)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김문연

정현욱

강정미

설은아

김영수

부산대
경제학박사
(연구기획실 업무총괄)

계명대
도시공학박사
(기획팀 업무총괄)

연구과제 관리

학술행사, 출판

에디터

경제산업
연구실

선임연구위원(실장)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강영훈

황진호

이은규

이경우

정 승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통합·국제금융)

독)파더본대
경제학박사
(산업경제)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금융)

미)조지아주립대
경제학박사
(재정)

미)콜로라도대
경제학박사
(경제동향분석센터 총괄)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미경

김현진

김종욱

정길룡

울산대
경영학석사
(일자리창출사업)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청년고용)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연구개발특구)

경남대
행정학석사
(경제분야 자문)

기본현황

문화사회
연구실

연구위원(실장)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재호

김상우

이윤형

정경미

경북대
행정학박사
(계량행정·정책분석)

부산대
사회학박사
(문화·예술)

대구대
철학박사
(사회복지)

울산대
섬유디자인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선임연구위원(실장)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연구원

김석택

이상현

김희종

윤영배

윤복영

동아대
공학박사/기술사
(대기·재난관리
울산학센터장 겸임)

고려대
공학박사
(수질관리)

일)홋카이도대
공학박사
(폐기물·자원순환)

울산대
공학박사
(기후변화적응)

계명대
환경공학석사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
연구실

연구원

박소연
한국해양대
공학석사
(안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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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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대
도시계획박사
(도시계획)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교통계획)

전문위원

연구원

연구원

유영준

강지희

김민지

한양대
관광학박사
(관광)

울산대
공학석사
(산업관광)

울산대
산업디자인학과
(도시경관)

문화재센터

연구위원(센터장)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배은경

이재흥

김성식

황현진

김광옥

동아대
고고학박사과정 수료
(문화재센터 업무총괄)

경북대
고고학박사과정 수료
(삼국시대 고분)

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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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마구)

울산대
사학과
(문화재센터 서무전반)

기본현황

문화재센터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김현주

김민경

이정민

이선철

김지연

부산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고고학)

경주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생활유적)

영남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구석기유적)

경주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고고학)

경북과학대학
고고학과
(유물실측 및 보고서)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박정환

박찬미

신정아

손정규

김형규

부산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생활유구)

진주국제대학
고고학과
(유물실측 및 보고서)

한서대
고고학과
(보존과학)

동양대
문화재발굴보존학과
(고고학)

경주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고고학)

연구원

이은진
울산과학대
전자과
(유물실측 및 보고서)

울산학
연구센터

연구원

연구원

이경희

김영주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울산학센터 담당)

울산대
교육학석사
(울산학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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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정책센터

전문위원

연구원

박혜영

이영란

부산대
여성학박사
(여성가족)

부산대
여성학박사
(성별영향분석)

사무국
울산청년
창업팀
전문위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송봉란

임은애

김아름

박석윤

전철호

아주대
교육학석사
(청년창업)

고신대
아동학과
(청년창업)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청년창업)

울산대
행정학과
(청년창업)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1인창조기업)

연구원

연구원

장홍문

정나리

수성대
방사선과
(청년창업)

울산과학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1인창조기업)

사무국
마을기업팀

연구원

박가령
방송통신대
평생교육학석사
(마을기업육성)

기본현황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연구원

연구원

김지윤

조선행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지역사회서비스)

중앙대
복지학석사
(지역사회서비스)

평생교육
진흥원

부연구위원(센터장)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연구원

연구원

신기왕

김소현

김창섭

고종대

김미정

중앙대
교육학박사
(평생교육센터 업무총괄)

동의대
교육학박사
(평생교육 정책연구)

동의대
교육학석사
(평생학습)

울산대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평생학습)

울산대
교육학 석사
(평생학습)

연구원

차분옥
영산대
부동산학과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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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사무국장

행정팀장(4급)

과장(5급)

계장(6급)

주무관(7급)

김의환

전수일

박종대

황해상

정지은

사무국 소관업무 총괄
(파견)

이사회, 연구원홍보,
청렴업무

인사, 예산,
문서/규정관리

업무전산시스템,
기록물관리, 홈페이지

회계일반 및 기금관리,
예산집행 및 결산

주무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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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체결기관
1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협약일
2002. 5

비고(협약내용)
상호협력

2

산업연구원

2002.12

연구협력

3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3.12

환경관련 연구협약

4

동의대학교

2004. 1

상호협력

5

국회도서관

2005. 4

상호협력

6

울산과학대학

2005.12

관학협약

7

울산과학대학

2006. 4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

8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6.12

상호협력

9

부산지방통계청

2007.12

울산 지역통계 발전 협력 약정

10

울산매일신문사

2008. 1

상호협력

11

울산대학교

2009. 4

그린카 인재양성 협약

12

연변대학교경제관리학원

2009. 5

학술연구교류 협약

13

길림대학교동북아연구원

2009. 5

학술연구교류 협약

14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9.10

연구의 원자료와 문헌자료 기탁

15

한국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

2010. 6

학연교류 협약

16

한국은행 울산본부

2011. 5

업무협약

17

울산제일일보, 울산신문,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사, ubc 울산방송, 울산 MBC

2011. 6

뉴스콘텐츠 협력

18

남부권 8개 지방연구원 및 지방유관연구원

2012. 5

학술과 연구협력(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남, 제주, 한국지방행정, 한국지방세)

19

한국건강관리협회

2012. 5

상호협력

20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7

연구교류 협력

21

유엠엑스

2012. 9

상호협력

22

울산 e-Vehicle 중견기술인협의회

2012.10

상호교류 협력

23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3. 4

연구교류 협력

24

울산광역시 중구

2013.10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5

미중서부한인상공회의소연합회

2013.11

마을기업 상호업무협력

2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4. 3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평생교육업무협약

27

울산도시공사

2014.12

업무협약

대외단체 가입현황
순번
1
2

체결기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기관수
1,216

가입연도
2005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11

2002

3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17

2001

4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57

2001

5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20

20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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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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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nuary

2. February

▲

0102
2013년도 연구원 시무식

3. March

▲

0228

▲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 콜로키움

0314
울산청년창업페스티벌 및 5기 출범식

4. April

▲

0409
제1차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포럼

▲

0416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

▲

0210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

0227~28

예비청년CEO 선발심사

0325

▲

상반기 정기이사회

03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실무교육

5. May

▲

0510
학생 모형 F1 자동차 제작/경주대회

▲

0516~18
울산청년CEO 프리마켓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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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3~24

▲

성공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

0530
울산안전포럼 국내선진지 답사

0609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과정 수료식

7. July

▲

0711
울산광역시 평생학습동아리 리더교육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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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une

▲

0602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

0620~25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담당자 워크숍

▲

0613
직원 봉사활동 참여

8. August

▲

07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선진지 견학

▲

0801
2014년도 연구원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판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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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최종보고

▲

0818
임시 이사회

0830~0902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현장연수(백두산)

▲

0919
2014년 영남권 시･도연구원체육대회

▲

0923~26
국외 교육훈련 연수 -일본탐방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

0828

▲

마을기업 동구 하우스 콘서트 진행

25

0829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최종보고

9. September

0901

▲

▲

제6대 황시영 원장 취임식

10. October

▲

1021~24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관계자 간담회

0915
중구 도시재생마스터플랜 용역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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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vember

▲

1103
청렴강연회 개최

12. December

▲

1203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수료식

▲

1226

“2014년 울산광역시 성인지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포럼

▲

1229~30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1107~08

▲

▲

청년창업센터 선진사례탐방

▲

1209
쳥년창업자 IR 세미나

▲

1128
울산지역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네트워크 세미나

▲

1219
연구원 전체워크숍

1231
2014년도 기본과제 보고서 발간

▲

1231
2014년도 연구원 종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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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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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기본과제
기본과제는 정책반영을 목적
으로 울산광역시와 연구원
에서 상호협의하여 선정·수
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북극해 환경변화 대응 울산지역 중장기발전 로드맵 수립 46 ● 오일허브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기업유치전략 47 ● 셰일가
스 생산에 따른 울산석유화학산업의 정책대응 48 ● 지역 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과 육성 방안 49 ● 차세대자동차산업의 시
장환경 변화와 울산의 대응과제 50 ● 울산광역시 자체수입 증대방안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51 ●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인 관리시스템 구축 52 ● 울산 대왕암공원의 생태공원 활용방안 연구 53 ● 울산지역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현황과 향후 발
전방안 54 ●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에 따른 복지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인적자원 및 인적전달체계 중심으로- 55 ● 울산광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위기극복 방안 연구 56 ● 울산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방안 57 ● ‘관광도시 울
산’ 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 58 ● 울산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공동화 활성화 방안 연구 59 ● 울산광역시 지구
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연구 60 ● 울산광역시 야간경관 체계화 방안 연구 61 ● 울산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62 ● 기후변화에 따른 울산광역시 상수원 확보 방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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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환경변화 대응
울산지역 중장기발전 로드맵 수립

| 이은규 |

북극해 해빙의 가속화와 러시아의 북극 및 극동지역 개발 본격추

라 기반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진으로 극동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극해 개발에 대한 국내·외 관

를 위해서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북극지역 주요 화주, 선주,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선급회사 대상 울산항 포트세일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 및 북극

운하에 이어 제3의 항로로 불리며 항해거리 단축, 연료절감, 운임

해 인근 지역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 운송에 대한 원가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장기적으로는 중기과제들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북극해 상업화지

이다.

원, 연계협력, 인프라 기반 확대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현재 북극항로 및 북극해 자원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러시

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이며, 이미 영유권 확대, 북극지역 개발전략 수립, 북극항로 활
성화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극해 환경변화는 울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있어 북극항로, 북
극해 자원개발 등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북극항로의 경우 북유럽과 연
계되는 최단 경로제공을 통해 시간 및 공간비용 절감, 물류비 절
감 등 울산지역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북극항로 이용 시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내
빙선 등 지역 내 조선해양산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북극해 연안항만 개발, 자원개발을 위한 해양 및 육상플
랜트 건설장비 수출, 항만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등 연관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극동러
시아 개발 등 러시아의 개발계획,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등을 잘 활용할 경우 지역내 관련 산업들의 러시아 및 북극
해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극해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울산지역이 준비해야 할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북극해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지역 내
관련 기관들간의 연계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한
편 ‘북극해 항로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관련 조례 마련 등을 추
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 측면에서는 북극해 활용의 본격화, 연계협력의 강화,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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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기본과제

오일허브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기업유치전략

| 강영훈 |

세계 주요 오일허브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걸프만 연안, ARA지역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연계된 다양한 국제화전략을 추진할 필요

그리고 싱가폴은 탱크터미널 밀집지역과 달리 원유 또는 석유제

성이 있다. 울산은 에너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품의 집산(merge and dissemination)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있고, 또 여건이 조성되어져 있으므로, 에너지관련 국제행사 등을

이들 석유제품의 블랜딩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과 제조가 이루어

유치함으로써 울산이 에너지와 관련 국제화로 나아갈 수 있는 여

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일허브는 단순한 상품의 집산이나

건조성이 필요하다.

가공 및 제조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물류중심지와는 분명한 차이
를 가지며, 반드시 석유제품의 트레이딩을 위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오일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오일허브는 오일트레이딩의 허브적 개념이다. 결국 오일허브는
석유제품의 물류거래와 함께 다양한 브랜딩과정을 거쳐 부가가
치 창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더불어 금융거래를 통하여 거래가 청
산되는 곳을 오일허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오일허브 또
는 울산형 오일허브는 울산항의 남항과 북항에 탱크터미널을 설
치하고, 석유제품의 물류거래와 함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이다.
울산지역에서 추진되는 동북아 오일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첫째는 석유거래에 참여하는 대다수 시장참여자는 조세문제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
요하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조세관점에서
고용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경쟁방식을 지향하면서 Bottom-up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Topdown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오일허브로 구축되기에 한
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의 정책대응이다.
첫째는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괄 타결 방식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쾌적하고 편안한 외국인 거주 공간의 확보와 외국인친화
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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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울산석유화학산업의 정책대응

| 강영훈, 이은규 |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경쟁의 확대 및 심화와 새로운

에서는 기능성화학소재분야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

에너지원의 발견에 따른 판도 변화로 경쟁력 약화 가능성 증대이

는 바와 같이 기능성 화학소재에 대한 First Mover전략과 Fast-

증가하고 있다.

follower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의 생산에 따라 값싼 에

그리고 LG화학이나 SK에너지와 같은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보

너지원을 활용한 석유화학산업에 진입하고 있어, 기존 선진국의

유한 메이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

정밀화학분야와 개도국의 석유화학분야 및 기초유분, 소재 등에

는 것과 같이 차별화된 제품에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화된 구조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먼

더불어 이미 에틸렌계열의 석유제품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

해외의 중동 등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정유과정을 거쳐 석유

으로 판단될 경우 아예 사업부문의 철수나 대형화를 도모할 필요

화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계적 경쟁에서 뒤떨어져 우리나라

성이 있다.

산업의 중간재를 생산 및 공급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기반이 붕괴

마지막으로 국내 대기업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아시아

될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등의 납사대비 저렴한 에탄가스를 활용한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

셰일가스의 성분은 메탄, 콘덴세이트와 에탄으로 원유기반 에틸

설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제품소비국의 End Mar-

렌의 제조원가를 비교할 때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은 경쟁력 상

ket 대응제품 현지 생산거점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적

실이 우려되고 있다.

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요의 블랙홀로 불리고 있으며, 중동
지역은 강력한 원가경쟁력 및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으로 범용제
품의 신흥 메이저로 도약하고 있으며, 저렴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강력한 원가경쟁력과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석유화학업계의 이중고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석유화학산업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대응은 울산석유화학산업 신르네
상스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울산석유화학단지 공정고도화 R&D
추진,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센터 설립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울산석유화학산업계의 정책 대응이다. 최고 수준의 효
율성을 가진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스팀, 폐열, 폐연료 등에 한정되어 석유화학산업단지내 효율
성을 높이는 연구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자원, 부
생가스 등에 까지 교류와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GS-칼텍스와 포스코가 소재하고 있는 여수-광양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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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기본과제

지역 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과 육성 방안

| 황진호 |

세계 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자 해양플랜트산업도 동반 침체를

끝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의 협동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는

겪으면서 국내 빅3 대형조선소의 수익 악화와 해양사업의 축소

것이다. 중소·중견기자재업체의 협동화 또는 협업화를 통해서 자

등 국내 해양플랜트업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한편, 위기를 기

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울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설립과

회로 삼아 지역 해양플랜트산업의 장기적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그리고 조선해양

육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해양산업

산업의 산업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거점 기구로 조선해양플랜

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지역 해양플랜트산업을 차세

트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울산조선해양산업지

대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제

원센터’ 설립토록 한다.

시하고자 하였다.
울산지역의 해양플랜트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지역산업진흥사
업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축적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지역 조선해양산업은
‘소재 - 가공 - 기자재 - 모듈부품 - 완제품’에 이르는 가치사슬
에 따라 산업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UNIST, 울산대 등 지
역 소재 대학교와 정밀화학센터, IT융합센터, 한국화학연구원, 한
국생산기술연구원 등 R&D 기관들이 지역의 혁신기반 자원을 구
성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혁신자원은
울산지역 보다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지역의 해양플랜트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일
깨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시장진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지
역차원의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
축을 세계 설계시장 진입 교두보로 활용하고 해양플랜트 지원선
박의 기자재 분야와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플랜트기자재 R&D 역량을 강화한다.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유치, 그린선박기자재 실증화센터 구축, 조
선해양 Industry 4.0S’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구 및 시험인증 기반
을 확충하고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 지원 및 밴더등록, 사전적
격심사(PQ) 등 시장진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
추는 것이다.

과제구분 기본과제 2014-04
연구기간 2014. 1. ~ 2014. 10.
발행사항 2014. 12,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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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자동차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와 울산의 대응과제

| 이경우 |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고효

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율의 친환경자동차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 TP에 ‘자동

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환경변화를 우선 살펴보고

차부품 수출 A to Z One Stop 지원단 (안)'을 신설하여 자동차 부

이에 따른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연구개발 상황을 조사

품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초기 현지시장조사, 수출희

하고 그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망 업체의 contact point, 프리젠테이션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글로벌

반 과정, 인력지원,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를 담당할 것을 제안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신흥시장국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산

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이해도와 해외 시장 개척

업의 글로벌공급망(GSC: Global Supply Chain)이 더욱 확산되

의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컨설턴트 혹은 서포터)을 양성할

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도 해외 현지생산을 꾸준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울산대학교 혹은 울산과학

늘려왔는데 앞으로 부품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보다 확대해 나갈

대학교와 연계된 서비스 인력양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

것으로 예상된다.

재 정부에서 진행하고자하는 폴리텍대학의 서비스인력 양성사업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경우 세계시장

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업체들은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연락처

FTA 체결로 국산부품의 해외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

라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울산 TP를 중심으로 “차세

운데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완성차업체 등 상위업체에 대

대자동차부품 기술연구 자문네트워크(안)”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

한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수출 능력 확충을 통한 판매형태

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 다양화가 긴요한 상황이다.
울산의 자동차부품 사업체는 2006년 596개에서 2012년 787개로
32%가 증가하였고, 종사자수의 경우 2006년 18,444명에서 2012
년 현재 25,048명으로 35.8%가 증가하여 전국 제조업 및 자동차
부품산업 전체의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전체 사업체수 기준으로 1.31의 산업구성의 집적도를
나타내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0.91로 광주, 대구, 대전,
충남 등보다 낮은 산업구성의 집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심층인터뷰를 통한 자동차부품업체의 진단 결과, 해외 판로개척
에 대해 절실함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미흡하고, 제한
된 인력으로 인한 연구개발 한계는 연구자문 네트워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결과의 완성차 업체
독식으로 연구개발 참여 인센티브가 약화되었고, 시장 확대에 대
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리더들을 위한 리더가 절실

과제구분 기본과제 2014-05
연구기간 2014. 1. ~ 2014. 10.
발행사항 2014. 12, 120면

연구실적 I 기본과제

울산광역시 자체수입 증대방안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 이재호 |

본 연구는 날로 높아지는 주민의 복리증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

한 대가로서 부과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 세출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세로서의 자주재원의 확충

관광자원 또는 축제 행사에 따른 입장료에 대해 무료나 또는 “0”

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따라서 독자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해 보

에 가깝게 책정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대행사업의 경우 이를 현

기 위하여 재정수입 가운데 주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실화하거나 또는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전체 공

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익대비 참여자가 누리는 상대적 효과의 일부를 사용자가 내야 한

지방재원을 구성하는 여러 재원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그 법적인

다는 논리를 적용한 혼잡비용 발생에 대한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

경직성과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재원 확충에 있어 큰 효과를

용해 볼 수 있다.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하여 관

공유지(하천, 대기 등) 비극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부과금 형태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 사용료 책정하는 방안으로 청정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도 기존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로 환산하고 낚시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 발생 근거에 대한 실

공익적 성격의 요소가 작용해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태 조사를 통하여 과태료가 아닌 하천수면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 있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이 요구되어 여전히 현실적으로 한계

부과와 오염또는 악취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대기환경개선

가 있고 울산광역시가 처한 내·외부의 환경요소 또한 감안하지 않

금 형태의 부과금 개념을 사용한 사용료와 부과금의 혼합형태를

을 수 없는데, 이를테면 국가의 전체 형평성, 울산광역시의 시정

적용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를 조례화하는 방

목표와 역점시책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등의 전제를 안고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있는 상황에서 자체 재원의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
이 존재한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교통관련시설물 설치예산은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각종 교통관
련 범칙금이 국고에 전액 귀속되는데 교통범칙금을 지방 이양화
하는 것과 호적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소방법 위반, 지적법 위
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산림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동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인데도 징수절차에 따
라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이의 제기 없이 징수되면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고, 이의재기로 재판절차를 거쳐 징수가 되면 국고
에 귀속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와 함께 사용료 부과에 대해 다른 방법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도로나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함
으로써 이익을 얻는 부분의 요금 부과 체계와 함께 상대적으로 악
의 또는 선의 피해를 주게 되는 부분도 함께 위의 공익 침해에 대

과제구분 기본과제 2014-06
연구기간 2014. 1. ~ 2014. 10.
발행사항 2014. 12,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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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윤영배 |

최근 일어난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리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발 빠르게 대응

- 각 사업장의 취급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등에 대한 상호자료

하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정보와

접근체계 마련

이해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화학물질 유통관리 정보와 연동

이와는 달리 국민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화물 및 화물차량 관리

있어 변경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워 진 점

시스템) 연계
- 사고이력 및 초등대응관리와 연계

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화학사고 초동대응시스템 미흡 → USN기반 초동대응시스템

또한 아무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여도 사고는 발생하기

구축

마련이므로,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팀의 현장접근을 용이하게 할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관제 및 감시체계(CCTV, 감지기, 각종

수 있는 대책과 인근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소산계획 등

측정 센서 등)를 통해 수집되는 USN정보를 선별하여 통합

초동대응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현황과 우리나
라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관기관의 실시간 기상정보, 교통정보 등 데이터 통합플랫
폼 구축
- 단순 감시용이 아닌 누출감지형 CCTV시스템과 보조 센서
시스템 도입

● 변경 관리체계의 중소기업 부담 가중 →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 실시간 농도분석 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 관리자 역량강화 1:1 지원
•물질정보 확인, 물질등록, 물질보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유해성, 위해성 자료작성 및 시설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재정지원 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료 확보 추진
- 사고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사고대응 단계별 매뉴얼 보급
●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소통 부족 → 관리·감독 협업체계 구축
- 합동방재센터 내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울산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확충
- 체계적인 사고대비 합동훈련 실시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부족 →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과제구분 기본과제 2014-07
연구기간 2014. 1. ~ 2014. 10.
발행사항 2014. 12, 86면

연구실적 I 기본과제

울산 대왕암공원의
생태공원 활용방안 연구

| 김석택 |

울산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왕암공원은 공원의 이용과 관리측

직 후 운영을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면에서 생태적 조성의 검토와 생태적 활용의 측면에서 적극적으

장기적으로는 ‘(재)울산시 녹지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련하고, 기존의 녹지공원과를 산림녹지과와 공원관리과로 확대

울산 대왕암공원이 생태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수종과 식

개편하여 산림자원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대한 선진도시형 조

재의 적절성, 생태네트워크 측면의 공원조성과 생태공원 역할을

직구조를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기 위한 시설의 적절성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울산 시민의 욕구와 환경복지 시대에 걸맞은 도심 공
원을 조성하는데 있다. 또한 공원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일자리 창
출의 주민참여형 공원,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의 장으로서의 공원역할을 확보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
여하고 관리되어지는 공원의 모델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왕암 생태공원의 보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
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국내·외 여러
선진도시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대왕암 생태공원의 관리는 주민참여성, 경제성, 국내·외 공원운영
경향성, 공원녹지 파급성, 일자리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을 하되 공급자 중심의 공원관리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공원관
리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국내 지정된 도시공원의 약
75%가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공원의 보전과 가
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녹지가꾸기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원인증제 도입 및 관련법 정
비를 통한 신규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하고, 시민의 건강과 함께
생태계 건강성도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울산시 녹지공원과는 1997년 광역시 승격당시의 조직으
로 17년이 경과한 현재는 울산대공원과 태화강대공원, 문화공원,
울산체육공원, 태화강역 광장 등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 관리범
위가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은 전혀 변화
하지 않았기에 관리조직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단기적으로는 1)울산시에서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소장: 4급 상당)
를 신설하여 운영하거나, 2)동구청이 직접 또는 시설관리공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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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 김희종 |

본 연구는 울산지역 주요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

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비와 시비 등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축

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성폐기물 관리체계 구

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

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육상처리와

상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이바지하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울산지역 유기성폐기물의 관
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기성폐기물 관리

이를 위하여 국내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현황과 관련 국내 정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향을 검토하였고, 울산지역의 대표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쓰레

첫째, 5~10년 단위의 ‘(가칭)울산지역 바이오매스 활용 기본계획’

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의 처리현황 및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을

을 수립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

분석하였다.

너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가칭)바이오매스 통합관리연구

울산지역의 주요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수거된

센터’를 설립하여 울산지역 바이오가스화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

양의 70.2%가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해 에너지화되고 있는

력을 확보하는 하는 것이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가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율 1.5%보다 월

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유치하여 화학비료의 원료 및 고품질의

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축분뇨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완효성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자원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77.8%가 자가처리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그밖에 자
가처리 액비(10.5%), 위탁처리 재활용(5.0%), 자가처리 정화(4.5%),
위탁처리 공공(2.2%)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울산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2014년 기준 430
톤/일로 울산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30여 톤/일을 크게 웃돌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처리시설에 처리물
량이 집중되고 있어 새롭게 신설된 온산 바이오 에너지 센터의 운
영 최적화를 통한 분산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온산 시설은 민간 전문업체의 의무운영이 종료되면 운영권이 울
산광역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체감도 높은 시
설운영지침서를 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담당 공무원을
상시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관련 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대
책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울산지역 가축분뇨는 대부분 축산농가의 자가처리를 통해
퇴·액비화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
해 저품질 퇴·액비의 생산·살포와 악취민원 등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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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기본과제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에 따른
복지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인적자원 및 인적전달체계 중심으로| 이윤형 |

최근 사회복지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복지전달체계의 효율

높은 평균을 보였다.

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복지

인건비 지원 유형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지자체보조금 정규

정책기능의 주체적 요소로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직’의 평균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자체보조금

높아지고 있다. 인적자원의 전문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

계약직’ 4.8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보조금 정규직’은 현원의

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위

73.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보수 지원체계로 인해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조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복지영역의 확대, 복지수요

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37.9%로 가장 많

대상자의 증가, 업무다양성 증가, 신생복지사업 발생 등의 과중한

이 응답되었으며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이직율 증가’

업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지만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

의 경우 1·2·3순위 응답 종합 시 6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

정적 이유로 현실적인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타내었다.

별로도 처우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역의 다양한 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해결 과

회복지시설유형 중에서도 종사자의 처우는 그 격차가 발생하고

제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

있다.

수 의무화’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시설 종

울산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노인복지시설

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주체로 ‘중앙정부’

85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72개소, 아동복지시설 67개소 등 총

가 69.5%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1,962개소이며(시정 백서, 2014), 울산 내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는 8,975명으로 전국적으로 1.31%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사

지사협회, 2014).

항이 아닌 권고사항임’의 응답 비율이 과반수로 가장 높은 응답

이에 울산광역시는 2014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률을 보였다.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표준화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분야의 ‘인적자원 및 복지전달체

하여 각각의 종사자에 대한 성과와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립

계 효율성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과

한 후 이에 맞는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중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으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

며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내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사회복

여가 차이가 나기에 종사자 인건비는 직접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지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있을 사회복지사 처우개

책임지고,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에 대

선방향에 그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대상 시설의 정원 평균은 13.1명으로 나타났으며 현원
평균은 13.4명으로 정원 평균보다 컸으며 시설종류에 따라서는 생
활시설의 현원 평균은 24.5명으로 정원(27.8명)보다 적게 나타난
반면, 이용 및 기타 시설의 현원 평균 9.8명으로 정원 8.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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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위기극복 방안 연구

| 박혜영 |

최근 청소년 학업중단율이 가벼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위해 환경과 주체에 대한 사회적 처벌과 보상 체계 구축되어야 할

여전히 일정 규모를 유지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것이다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요인과 발생 시기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무엇보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계도시, 정주도시 울산 기반 마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

위해 먼저, 30여 개의 청소년 지원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원

청소년 지원 정책의 통일성과 연계성 그리고 누락지점이 없는 정

동력이 되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 간의 공동체적 삶의 양

책의 보편적 실행가능성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청

식과 개인의 가치관을 학습하고 체득하게 하는 교육기회의 자발

소년의 삶의 질 개선과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의

적인 포기 또는 환경에 의한 박탈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과

학업중단 문제 등 청소년의 삶의 모든 측면과 청소년의 삶의 환

더불어 성장하고 보호받는 공적인 장(public field)인 학교를 떠나

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기본으로 하는 마스터 플랜

는 것은 청소년기에 뿐 아니라 성장 이후 청소년 개인 나아가 이

(master plan)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정주도시, 가족친화도시를

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공동체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들어가는 단초이자 연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기적 요인일 수 있다.
동 연구는 울산지역 청소년들의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 청소년의
학업 중단 요인과 환경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울산지역 청소년들
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위기를 최소화하
고 현재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안정적으
로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주어지는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제안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 울산의
모든 청소년의 위기 예방으로부터 행복추구까지 : 정책 영역, 주
요 수혜 대상에서의 통일성과 포괄성 확보 △ 청소년을 위한 자
원 지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지도 : 지역의 지리적·인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패널(종단연구)·역학 조사의 상설화 △ 공동체 속
에서 실행되는‘사랑의 고리’현실적인 구성과 운영 △ 장기적 관점
과 기다림이 동반된 지원을 위한 성과지표 마련 △ 전문성의 극
대화, 울산형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품질 향상 △ 청소년을 위
한 지역 사회적 복교(return to education) 시스템 구축 △ 물질적
지원에서 정신적 지식·문화적 지원으로 확대 △ 지역 사회 공간
과 인프라에 대한 발상 전환으로 공간 확장성 확보 △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배려, 위기 청소년을 위한 기회의 ‘적극적 조치(affiramtive action)’개념 도입과 자원 제공, 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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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방안

| 김상우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문화예술정책 및 지원제도도 발전했지

결론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이끄는 1차

만 정작 문화예술생산자인 문화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처우에 대

창작물을 생산해 내는 중요한 인재들이지만, 문화예술 창작물의

한 개선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기

특성상 자신들의 창작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힘든

본적인 것이 문화예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상황이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의 안정성은 곧 문화예술발전의 토대가 되

발하고 이를 장르적 특성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어려운 창작 환경에 처해 있

또한,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정보 제공, 엄정한 선정 등이 선행되

는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실태를 파악한 후, 이들이 마음껏 창작활

어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소스를 다양화하고, 지역예술

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가들의 창작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적은 보수 및 지원에 따른 경

으로 판단된다.

제적 어려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처우나 생활에 대해서도
62.9%가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예술인들은
지난 1년간 61.9%가 정부·지자체·기업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 61.9%가 불만족스
럽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족의 원인은 지원 절차의 복잡함 등이 높
은 순위를 차지했다. 지역예술인들은 균형 있는 지원과 지원정보
를 강화해야 하며,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저작
권 보호, 예술인실태조사,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창출,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우선 창작활동 특성에 따른 지원의 다양
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창작품의 콘텐츠화와 이들 작품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적 구매가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제안했다. 또
한 울산문화예술포털을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정
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예술인
들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크라우디 펀딩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인들에게 대한 지원경로를 다양화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기관을 설립 인가 받음으로써, 예술인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신진예술인들
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 문화예술계에 연착륙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과제구분 기본과제 2014-12
연구기간 2014. 1. ~ 2014. 10.
발행사항 2014. 12, 72면

57

58
2014 UDI Annual Report

‘관광도시 울산’ 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

| 유영준 |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울산에서도 관광산업 분야에

박제상이 지금의 양산이 삽량현에서 활동한 흔적을 찾는 ‘옹기 체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초반부터 울산 지역에 분포하고

험과 삽량캐수 충렬공의 만남’이 그 사례이다.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려하고 있지만, 아직

넷째, 울산의 MICE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도시 울산’을 실

투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조성하며,

현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지역 내 대학 및 사업체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갖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례 분석, 관광자원 전수조사, 관광전

져야 한다.

문인력 양성 현황 조사, MICE 관광 현황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
였다.
연구 결과 ‘관광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
광산업 육성 전략이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울산 관광자원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울산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보존 상태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단순한 자원
현황만이 아니라 해당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 발굴도 동반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구축된 관광자원 DB 시스템
은 잠재 관광객이 요구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유형과 테마 및 스
토리 등을 반영하여 ‘추천 관광코스’ 또는 ‘추천 관광상품’으로 제
공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울산이 제조업 중심에서 벗
어나 창조도시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새로운 축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도시’와 더불어 ‘관광도시’로 변
모하는 방법을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이 필수 조건이며, 2013년에 체결된 관·산·학 교류의 실현, 울산관
광협회의 기능 보완, 지역 대학교의 관광연계 전공 운영 등이 필
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중
추도시생활권의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Mountain Top’ 사업을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생활권에 포함된 울산, 경주, 밀양, 양
산을 연계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밀양 출
신 사명대사를 활용한 ‘국난극복 승리의 아이콘, 사명대사’이고,
다른 하나는 울산 출신 처용이 신라의 수도 처용에 간 처용설화
를 활용한 ‘서라벌로 간 처용’이며, 마지막으로 울산 출신 충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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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공동화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승길, 변일용 |

울산광역시는 항만 및 3대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산

제안하였으며, 음식료품의 물류공동화 모델은 음식료품 제조공장

업, 석유화학산업 등 제조업기반의 항만 및 산업 물류활동이 활발

(생산자)에서 지역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로 제품이 운송되

한 지역이지만, 제조업의 물류활동 시 자가 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면, 이들 제품을 지역별 영세점포로 공동수배송하는 방식을 제안

높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관심 미흡으로 기업

하였다.

들의 물류비 상승이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물류공동화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 있다.

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공동인프라 구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산업품목별 물동량 분석을

에 있어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업종별 규제 완화를 통한 공동물류

통해 물류공동화가 용이한 제품군들을 선정한 후 이들 제품을 생

센터 구축과 신규 산업단지 개발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동

산하는 주요산업에 대한 물류공동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주요산

화단지 조성 유도 및 공동물류센터 구축이 필요하고, 공동물류센

업의 물류공동화 모델 제안과 이들 모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터를 구축할 경우 각 업종별 생산지와 수요지를 고려하여 물류비

위한 지원전략을 제시하였다.

를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위치에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과 더

울산광역시 산업품목별 물동량 분석결과, 울산이 전국에서 차지

불어 원활한 공동수배송을 위한 연계교통물류망의 확충 및 개선

하고 있는 물동량 비중은 206,545천톤/년(7.3%)으로 7대 대분류

이 필요하다.

품목 중 금속기계공업품과 화학공업품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물류 공공지원 사업,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속기계공업품은 조선·해양산업과 연

공동물류 컨설팅지원 사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사

관된 기타운송장비 품목,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자동차 및 트레일

업 등과 같은 물류공동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 품목이, 화학공업품은 석유화학산업과 연관된 화합물 및 화학

마지막으로 물류를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물류전문

제품 등이 가장 많은 물동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 및 대학 내

났으며, 또한, 음식료품제조업 및 도소매업과 연관된 음식료품은

물류관련학과 신설 지원과 기업체 물류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산·

대부분 영세 중소상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제품으로 타 시·도의 경

학 협력기반의 물류아카데미 신설 지원이 필요하다.

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구축하여 공동 구매 및 수배송
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는 반면 울산광역시에는 현재 이러
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한 물류공동화
시설 도입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4개 품
목들을 대상으로 물류공동화 모델 제안을 하였다.
조선·해양산업과 자동차산업의 물류공동화 모델은 협력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공동순회집하하여 공동물류센터로 제품을 운
송해 잠시 보관한 후 이들 제품을 완성품 제조업체로 공동수배송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석유화학산업의 물류공동화 모델은 석
유화학·소재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공동물류센터로 운송해
보관 한 후 이들 제품을 전방산업업체로 공동수배송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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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연구

| 이주영 |

지구단위계획은 포괄적 도시계획으로 인한 개발내용의 구체성

향후 산업단지 유형,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유형, 대규모 도시개

결여와 개별 건축물에 관한 건축계획이 주변지역과의 조화성이

발사업 유형, 개발후 10년 경과 택지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구체적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함께 제시할

인 지구단위계획 계획요소와 기준을 제시하여 울산광역시 전체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용도지역의 변경 및

의 조화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밀도계획, 건축물에 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목표로 하기 보다 개발밀도 상향을 위한 용도지
역 변경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이를 관리하고
바람직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공동주
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운영하게 되었다. 주거목적의 고밀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일정부분 지침이 긍정적인 역
할을 하였으나, 보전해야하는 저밀주거지의 관리에는 지침의 역
할이 부족하고, 공동주택 건설 이외 울산지역에 많이 지정되고 있
는 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관리 등 다른 형태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데는 현재의 지침이 한계
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 기준을 도
출하였고, 타 법에 의하여 의제처리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보
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미래형 토지개발과 기능연계에 계획요소
로써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밀주거지 지구단위계
획,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
획,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개
발특성을 고려한 계획요소와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제안하였다.
민간영역에서의 개발 및 정비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
는 것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등의 유형에
서는 공공부문이 진행하여야 하는 계획요소를 제시하여 향후 민
간사업의 계획적 유도와 적극적인 공공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은 전체 지구단위계획
의 수립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정하고 세부내용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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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기본과제

울산광역시
야간경관 체계화 방안 연구

| 변일용 |

본 연구는 울산의 야간경관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각 지역별, 공

행주체의 측면에서는 먼저 전략적인 거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

간별로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현황분석에서는 야간경관연출 방법

진하여 야간경관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나 눈부심 정도를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고, 야간

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야간경관 관리지구 도입과 지정, 야간경관

경관연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주요 4개의 거리에서 야간경관에

계획의 의무화, 실행기구의 신설과 조정이 필요하다.

대한 인식정도, 감정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공공경관조명으로 울산 아이덴티티 형성

조사결과 휘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주로 상업지역에서 휘도값

울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

이 적정기준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가전제품판매전문점

공청사, 랜드마크, 문화재, 교량, 관문지역 등에 대한 경관조명을

과 휴대폰 매장이 대체로 높은 휘도를 보였다. 또한, 울산의 관문

연출하여 울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중 하나인 태화강역과 신복로터리 주변의 숙박시설과 유흥음식

필요가 있으며, 관광 상품화하여 울산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

점 등은 현란한 조명연출로 울산 방문객에 불쾌한 이미지를 제공

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있고, 해안지역도 화려한 조명연출을 하는 건물이 종종 보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울산의 야간경관은 대부분 밝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공업탑로터리를 비롯한 4개의 가로에서 야간경관 관리의
중요성에 대체적인 인식을 같이하였고, 밝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동적인 거리로서의 야간경관을 평가되었다.
이러한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울산의 야간경관 관리
및 체계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제와 강조를 통한 빛의 인프라 구축
경관유형별로 빛의 권역 또는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주
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해안 및 수변지역, 공원녹지지역 등으
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징에 맞는 야간경관 연출이 필요하다. 또한
주로 도로와 하천 등을 대상으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계를 표현
하여, 도시의 골격 형성을 위한 조명연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쾌적한 야간경관 구현
야간경관의 연출은 보다 질서 있고 조화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고
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체계화 할 필요
가 있다. 쾌적한 야간경관을 구현하기 위해 신규개발지와 기존 시
가지시에서의 구현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시행주체간의 차이에
따른 역할 분담도 조정이 필요하다.
시행기법 측면에서는 교체‧개선, 조성 및 연결로써 설명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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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 권태목, 변일용 |

1970년대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해 오던 주택개량재개발사

도시재생업무 특성상 타 부서와의 협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업과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소위 물리적 환경개

도록 우선은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향후 총괄부서 성격으로서 조

선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이 2000년대에 와서는 지방중소도시의

직의 위치를 상향시켜야 한다.

기성시가지 재정비사업으로 그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최근에

둘째, 울산형 도시재새활성화지역 구분이 필요한데 지역의 특성

는 선진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소개되면서 우리의 도시정

을 감안하여, 지역자산활용 주거지재생형, 도시기능융합형, 산업

비사업도 학술적･정책적 관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반활성화형,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셋째, 정비구역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생계획을 수립해

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수차례 제도화 노력 끝에 2013년 6월 4일

나가야 할 것인데, 기존 정비사업에 불필요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정되었으며, 특별법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생사업의

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넷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광역시와 구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이유로 하고 있다.

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경제기반형은 울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모두 ‘과’단위에서 도시재생업무를 총괄하

광역시가 수립하고 근린재생형은 구군이 수립하는 것으로 할 필

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세부적인 재생사업은 도시정비과

요가 있다.

내의 도시재생팀에서 담당하고, 전략계획 등 광역적 차원의 재생

다섯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내의 도시재생추진반에서 담

참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추진협의회 성격의 협의체를 구성

당토록 하여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한 조직구성을 시행하고

하여 사업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있어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조직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재생특별법 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지역은 울산광역
시 내 총 28개 행정동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쇠퇴항목 3
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15개동, 2개 조건을 만족하는 동이 13
개 동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가 9개 동으로 가장 많으며, 동구가 8개동, 남
구가 7개동, 북구가 3개동, 울주군이 1개동(면)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형 도시재생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활용 주거지재생형’, ‘도시기능 융합형’,
‘산업기반 활성화형’, ‘경제기반재생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 정비와 더불어 울산광역시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는 다
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종합적 성격의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재의 울산
광역시 도시재생담당팀은 규모가 다소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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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기본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울산광역시
상수원 확보 방안

| 이상현 |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후변화의 시대’이며, 지난 100년 동안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수원 수위변화와 수질연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가 증가했고, 이중 0.45℃가 최근 25년

관성 분석, 그리고 수질예측을 시행하였다. 회야댐과 사연댐에서

동안 상승한 것으로 이전 75년에 비해 증가하는 속도가 2.4배나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수체의 수질은 수위가 저하됨에 따라 오염

가속화 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1946년 울산기상대 관측이래 2012

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영양물질인 TN

년까지 66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평균기온이 0.1℃/10년 상승

의 경우는 수위저하에 따른 수질악화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

하고, 연강수량은 7.6㎜/10년 증가, 강우일수 0.6일/10년 감소하여,

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연댐 수위저하를 가정하여 Vollenweider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강우시 집중호우가 발생함

모델 적용 결과, 수위가 52m로 조절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영

을 알 수 있다.

양화(Eutrophication)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시는 2025년까지 회야댐 270천㎥/일, 대곡·사연댐 220천㎥/

CE-QUAL-W2 model를 이용하여 사연댐 수질변화를 예측한 결

일, 대암댐 60천㎥/일 등 자체 시설용량 (Q=550,000천㎥/일)로

과, BOD의 경우 수위에 낮아짐에 따라 2.68% 정도 감소한 것으

장래 용수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지만 2012년 1월에 최종

로 나타났고, 총질소의 경우는 2.06% 증가 그리고 총인의 경우는

발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취약성 평가도구인 CCGIS(Climate

0.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류발생의 지표인 클

Chang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나 체감 및 시민들의 설

로로필-a의 경우 10.33%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특히, 급

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기후변화 취약성에 물관리 부분이 가장 우

격하게 수위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총질소와 클로로필-a의 증가

선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공급능력중심의 장래 용수공급계획과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위로 유지할 경우 기상이변에

상관없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

인하여 급격하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며, 이에 따

구된다.

라 수질악화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산의 기후변화 대비 대체수자원을 조사 검토한 결과, 우선 울산
관내 344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대부분 1940년대
와 1960대 축조된 것이며, 평균 유효저수량이 10,000㎥ 정도로 대
체수원으로서의 경제성이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되었
다. 또한 울산관내 소규모댐에 관한 대체수자원 가능성을 소호댐,
복안댐, 삼광댐, 대운댐, 신명댐, 그리고 척과댐 건설을 가정하여
검토한 결과, 수몰지역 보상이나 수질관리, 그리고 용수공급에 따
른 경제성 등에서 충분한 장점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
다. 또한 물 재이용 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방안은 현재 울산시
환경정책과에서 2020년까지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저류시설을 통
해 각각 68,514㎥/년, 300,782㎥/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중수도 이용량 54,139천㎥/년, 그리고 하·폐수 재이용량
142,214천㎥/년 확보하여 물 순환도시를 구현하는 계획을 수립 추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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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유망산업 발굴 연구

| 황진호, 강영훈, 김상우, 김승길, 김희종, 변일용, 유영준, 이경우, 이은규 |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때 일자리 문

기술개발, 산업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의 다양한 지

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

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산업의 성장과 노동력 수급이 적절히 연

구의 감소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한계에 부딪칠 것이며, 더구나

계될 때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비로소 가능하므로 고용정책

‘고용 없는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고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등

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

첨단기술의 융복합화는 생산방식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파트너십에 근거한 지역산업‧고용거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

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초보적인 거버넌스 형태를 갖춘 ‘울산

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되는 미래 먹거

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외연 확대를 통해 지역거버넌스 기능

리 산업과 함께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오늘날 울산은 지역경제의 성장둔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산업구조 및 산업별 인력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

가 절실한 가운데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노

문성과 역량을 갖춘 산업별 협회체(SC : Sector Council)가 중요

동생산성 하락과 성장잠재력의 잠식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역 제

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지역산업별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에 기

조업 대기업들이 기술 및 자본집약도를 높이면서 고용창출력이

반한 산업별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훈

감소하고 있다. 신기술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산업간 벽이 허물

련을 실시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에 빠르게 정착되

어지고 있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도

고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성장 전략을 모색해야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지식집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학교‧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을 강화

약화 및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첨단기술 신산업의 발굴·

하여 지역차원에서 통합적인 취업지원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

육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하다.

을 견인하는 성장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산업정책의 변화, 지역산업 및 지역혁신역량 등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통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재조명하고, 지역산업의 입지
성, 성장성, 고용창출력, 정책부합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지
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즉 미래유망산업을 선정하였다.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신소재, 에너지, 나노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
고 환경, ICT 산업과 생산자서비스를 비롯한 관광, 물류, 문화 산
업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육성에서도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
구조에 따른 인력수급에 대한 정책적 대응체계가 당연히 마련되
어야한다. 결국, 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산업기술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이 다시 성장
을 견인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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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기획과제

글로벌 품격도시 울산을 위한
도시발전 전략 연구

| 권창기, 김승길, 김희종, 이재호, 변일용, 이주영, 권태목, 황진호, 김상우 |

울산은 제조산업분야의 기존 성장주도형 발전전략만으로 미래

도시재생 분야

도시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압도적인 산업·경제부문의 위

도시재생 분야는 ‘시대변화에 적응한 균형있는 환경 조성’, ‘쇠퇴

상에 걸맞은 도시핵심기능(정주, 환경, 교통, 문화·예술 등) 간 균

심각도에 따른 재생사업 실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재생

형을 통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형 재생체계 구축’이라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미래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

4개의 목표 하에 8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편, 광역시 승격이후 그간 도시성장발전을 주도해 왔던 요소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부분을 충족시

환경·안전 분야

키기 위해 울산광역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진단을 통해

환경·안전 분야는 ‘조화롭고 균형 있는 녹지공간 조성’, ‘ 시민이

품격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발전 전략수립에 있어 ‘균형과 조

살기 좋은 글로벌 안전도시 실현’,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환경도

화’, ‘배려’, ‘다양한 선택(다양성)’, ‘개방과 참여’ 4가지 핵심가치를

시 실현’이라는 3개의 목표 하에 5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토대로 도시의 각 분야별 목표 및 추진전략들을 제시하였다.
경제·산업 분야
정주환경 분야

경제·산업 분야는 ‘소득불균형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

정주환경 분야는 ‘복합주거단지 조성 및 신구개발지간 연계성 강

구조의 편중 해소’, ‘거버넌스 정착’이라는 4개의 목표 하에 8개의

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확보 및 최저주거수준 향상’,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선택의 기회 확보’,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정체성 확립’이라는 4개의 목표 하에 9개

문화·예술 분야

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 분야는 ‘균형 있는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 ‘문화예술콘텐츠 다양성 확보’,‘국제

교통 분야

적인 산업문화예술도시 울산’이라는 4개 목표 하에 9개의 추진전

교통 분야는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도로망체

략을 제시하였다.

계 구축’, ‘사람을 배려한 안전한 생활밀착형 녹색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선

공공행정 분야

택기회 제공’, ‘승용차 이용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

공공행정 분야는 ‘지자체 재정부담의 완화와 재정확보’, ‘대상자를

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유도’라는 4개의 목표 하에 7개의

배려하여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배분’, ‘다양한 연령계층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층적 행정서비스 제공’, ‘내실 있는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구축’
이라는 4개 목표 하에 5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건축·도시경관 분야
건축·도시경관 분야는 ‘역사성 복원으로 도시정체성 확립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형성’, ‘도시경관을 선도하는 건축 환
경 조성’, ‘건축문화 구축과 확산’이라는 3개의 목표 하에 8개의 추
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과제구분 기획과제 2014-02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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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관련
중소기업 애로요인 조사연구

| 강영훈, 황진호, 이은규, 이경우, 정길룡 |

본 연구는 질문지법과 면접조사법을 병행하여 두 가지 사례연구

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석유화학업계

방법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모두 취하는 사례연구

에서는 울산은 기업하기 좋은 기회의 땅이란 입장도 견지하였다.

방법을 사용하여 추진하였다.

조선해양플랜트업체에서는 대기업과의 거래관행과 이를 해소하

우선 질문지법을 통한 사례연구 방법으로부터 울산지역의 3대 주

기 위한 강력한 개선노력을 강조하였다. 최저입찰제의 문제점을

력산업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울산지역의 자

개선하기 이하여 대기업의 적정단가제시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

동차, 조선, 화학 및 기타 산업분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3,400여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개의 모집단 대상을 320개 업체를 표본으로 한 설문조사(2013년

또한 해양플랜트분야는 전문적인 설계인력의 부족으로 경쟁력

중소기업 경영실태설문조사서, 울산경제진흥원)와 2012년 울산상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해야할 시급성을 언급하

공회의소의 2012년 기업규제애로 건의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정

였다.

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
금, 인력관리, 판로개척, 기술지원 및 경영자문 그리고 탈울산의
문제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에는 3대 주력산업의 관련분야 기업체를 탐방하여 산업
별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 산업에서 인력양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조건은 주변지역보다 상
대적으로 인력사정이 좋기 때문이며,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으
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높게 나왔다.
울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산업의 가치사슬이 너무 약하다는 점
이 지적되었으며, 아파트형 공장 등을 통하여 기초산업군을 육성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더불어 항상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10년
후의 울산의 먹거리까지 고민하고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주었으면 하였다.
또한 울산은 중소기업 클러스터가 풍부하여 기업하기 좋은 조건
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산업이 부족하여 1~2인 기술기업을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
으며, 대학의 기업지원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력확보

과제구분 정책과제 2013-11
연구기간 2013. 8. ~ 2014. 2.
발행사항 2014. 2, 148면

연구실적 I 정책과제

울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연구
–생산자서비스 중심-

| 이경우 |

서비스업이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타 경제주체나 경

도록 울산의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의 시너지 극대화를 두 번째

제객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무형의 경제재에 대한 생산활동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로는 타 시도와 비교

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통계청)

하여 상당히 낮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비교 열위를 극복하기 위

2012년 전 세계 서비스 교역액은 8조 5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해 생산자서비스업의 자생력를 강화시키고 또한 생산자서비스

1.8%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GDP 비

업종 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집력 강화를 세 번째

중은 57~60% 수준 유지하였다. 산업의 소프트화와 창의적·과학

목표로 설정하였다.

적 지식의 융·복합 트렌드에 따라 제조업생산에서 활용되는 생산

세부적인 정책방안으로 ▮생산자서비스 기업의 성장단계별 패키

자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 지원사업▮생산자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거버넌스 구

생산자서비스산업은 말 그대로 생산자 즉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

축▮동북아오일허브와 연계한 금융 인프라 구축사업▮석유상품거

스 산업을 말하는데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무, 세무, 금융, 과학/

래소 설립을 위한 계획수립▮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 기업 간 협

기술, 기타 사업서비스업 등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

업기반 구축 사업▮MICE 산업 인프라확충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비스업을 총망라한다.

▮“울산생산자서비스 허브(안)”설립▮생산자서비스업의 IT 기반산

울산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파급효과가 낮은 자동차,

업 육성을 위한‘IT 융합 클러스터 지구(안)’ 조성 ▮IT융합형 기술기

조선해양, 석유화학제조업의 의존도가 높아 생산이 고용증대로

반 중소기업 창업지원▮기업 지원을 위한 생산자서비스산업 역량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울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

강화 사업▮전문서비스, 전문디자인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제

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3대 주력제조업의 산업구조고도화 전

안하였다.

략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하지만, 동시에 울산의 비교열위에 있는
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경우 2012년 현재 사업체수는 6,121개이
고 종사자수는 56,755명이며, 전체 울산산업과의 비중을 살펴보
면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사업체수는 전체 산업대비 8.2%, 종사자
수는 12.6%이다.
울산의 대기업 중심의 편중적인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
성장동력으로써 생산자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상생·융합·창조”를 설정하였다. 따
라서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적 목표는 중앙정부와 민선 6기의 공
약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기반으로 석유상품거래소와
같은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을 통한 생산자서비스 기반구축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고, 두 번째 목표로는 울산의 단점이면서 장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지나친 부가가치의 편중과
제조업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과제구분 정책과제 2014-01
연구기간 2014. 1. ~ 2014. 10.
발행사항 2014. 12,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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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통산업 발전 방안 연구

| 황진호, 김승길 |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울산 유

지역의 자연, 산업, 문화관광 등의 자원과 연계를 강화한 유통산

통산업은 생산과 고용효과가 저조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성장기

업의 동반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도는 매우 낮다. 지역 유통산업의 이러한 위상은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지역 대비 도매업 비중이 현저히 낮을 만큼 도매
업이 발달되지 못하였고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과 같은 대형소매
유통시설을 비롯한 도심상업시설이 부족한 것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에서 유통산업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연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증진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유통산업의 성장 발
판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통물류인프라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의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 서부권 유통물류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신세계 백화점 진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 로컬푸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시작으로 유통산업
의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확충으로 지역 유통시장 규모를 확대
해야 하며, 지역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현지법인화를 유도하여 지역사회공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대형유통시설의 유치 등으로 유통시장을 키우되 이로 인해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는 중소유통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인협
동조합 설립 및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설치 등 협업화·공동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유통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업태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선별·육성하고,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한편 쇼핑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개선에도
힘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다섯째, 울산중심 중추도시생활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소
매시장의 확대를 통해 지역유통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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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제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 ‘글로벌 산업도시 울산’의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및 특화 전략

| 권창기 |

울산전시컨벤션 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건립타당성을 제고

지역 특화전시 분야 지정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 경쟁력 제고

할 수 있는 전시 수요 및 전시 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지역 특화

가 예상 된다.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국제 적인 전시사업 전문회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 특성(제조산업) 및 도시 발전 전략(친환경 미래 산업 거점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세계 유수 전시전문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연

시)에 부응하는 전시 분야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고 지역 전시 컨

계를 통해 지역 특화전시분야의 기획/개발은 물론, MICE산업의

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관련 도시 부문(관광 및 레저, 환경생태, 도

핵심사업(전문회의기획업, 컨벤션, 콩그레스 및 전시시설업, 인센

시 인프라)의 연계 발전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시정과제(글로벌산

티브기획업 및 지역전문업, 컨벤션뷰로) 및 관련 산업(숙박, 교통,

업도시화 구현) 및 국정과제(창조경제 실현)에 걸맞은 시설 및 운

기술설비, 식음료, 지원서비스 등)의 지역 기반 구축 및 육성 모색

영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울산은 대내적 도시 역량(산업

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시 기획 및 운영부문의 글로벌 파트너

경쟁력)에 비해 대외적 위상(도시브랜드 및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십을 통한 국내외 타 전시컨벤션 센터와의 차별화 시도는 물론,

떨어지는 것이 실정이다.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 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에 여러 가지 구조적요인(광역시 승격, 단일기능 특화

셋째, 지역 내 국제 무역/통상/고급서비스 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도시, 지역 인적자원)도 있으나, 개방화를 기반으로 한 과감한 대

공간거점을 조성한다. 이는 독자적인 국제 비즈니스 거점 마련은

외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및 자원이 부족하고 또한 지역의

물론,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집적을 통한 소위 “Under One Roof”

도시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시브랜드 제고 노력 역시 부족한

형 비즈니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재 기업의 통상교

실정이다. 국제화 평가 관련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류 지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압도적인 산업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제화 관련 기반시설(전시컨
벤션시설) 및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국제화 정도, 도시 브랜드 강화 필요성, 전시컨벤
션산업의 대내외 추세를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국제화 거점도시
조성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지역 특성 및 도시 미래발전전략을 고려한 특화전시분야 지
정 육성이 필요하다. (4대부문/10대특화전시분야) 지역특성 및 미
래발전전략과 연계한 특화전시분야의 경우, 울산이 국제 도시브
랜드 강화를 위해선 도시화 과정에서 축적한 지역의 위상(산업·경
제)과 특성(역사·문화·예술),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부문(환경)으
로 나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며, 이 는 울
산이 글로벌 산업도시로의 역량 및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포함시키며 태화강 개선사업을 비롯한 산
업화 과정에서 부과된 도시환경의 개선사례, 지역의 정체성 등을
대변하는 역사·문화·예술 부문의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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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 이재호 |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

혼재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며 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정(2012. 10. 11) 하여 인권에 대한 개략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지만

수용한다면 내용상으로는 사회적 약자(특히 장애인, 아동, 노인

울산 전 시정에 걸친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

등)와 관련한 안전 문제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는 실정이다.

인권이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이에 울산광역시에서 향후 수립할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대한 방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

향을 설정하여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의 기틀을 마

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내용이 향후 수립하게 될

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하여 매우

본격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권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선 분석하여
중점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평소 인권 문
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 조사
를 전혀 없음을 ‘0’으로 ‘늘 생각함’을 100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범주의 평균값은 53.30(남자 52.98, 여자 53.65)으로 나타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별로 차이가 별로 없으며 평소에 생각하기
보다는 주요 사안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인권문제 접근에 필요한 내용의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제시된 항
목 가운데 사회적 약자 문제가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3.1/100) 다음으로 안전문제(15.9/100)로 나타났는데 인권기본계
획 수립에 있어 내용면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비중을 두어 추진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큰 중요도를 보였
고(17.5/100), 다음으로 아동(16.0/100), 노인(15.3/100) 등으로 나타
나 내용상의 우선순위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분야별 우선순위로는 건강권(16.0/100)이 가장 비중 있게 대답하
였고 다음으로 안전권(15.9/100), 환경권(13.5/100)로 나타났다.
인권도시로서의 울산이 모든 부문을 망라하여 추진한다면 그것
은 국가인권기본계획의 테두리안에서 울산이라는 타이틀만 넣은
의미 없는 형태가 되어 버리게 때문에 세 가지 형태의 접근으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가지 형태는 내용, 대상, 분야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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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베이비부머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술활성화 방안
| 김상우 |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2010년 베이비부머의 첫 주자인

장 및 전시장, 문화원 등의 장소를 선호했다.

1955년생이 정년퇴직을 시작한 후, 점점 많은 베이비붐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제언으로는 우선, 기본적으

현직에서 은퇴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높은 경제력, 문화적

로 연령대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성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로 풍부한 감성과 문

두 번째로는 노년층 및 베이비 붐 세대의 문화예술적 감수성 증

화향유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이들의 문

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년

화향수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층 및 베이비부머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문화예술활동 거점화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베이비붐

를 통해 노년층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해야

세대의 은퇴이후의 시간적 여유를 건전한 여가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번째로는 노년층 및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고용행사와 문화

울산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으로는 2기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

프로그램의 연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된 40세 이상 중장년을 포함했을 경우 2013년 현재 울산 전체 인

노년 문화예술활동 할인제를 강화해야하며, 소외감 해소를 위해

구의 47.4% 달하고 있다. 2012 울산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울산 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강화해야 한다.

이비붐 세대들은 TV보기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관광과 운동을 가

그리고 노년층 및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문화생활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

발해야 하며, 미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년층 및 베이비 붐 세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지

대를 위해 특화된 문화예술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비용도 우선 지출항목을 1,2,3위 종합했을 때 교양·오락·여가 생
활비 등에는 40대가 6.0%, 50대가 2.6%, 60대 이상은 0.5%에 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전망들과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
가 은퇴하더라도 여가생활에 있어서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늘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울산베이비 붐 세대의 문화예술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의 베이비붐 세대는 여가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으며, 울산지역의 베이비붐 세대는 향후 문화예술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창시절 이후 문화예술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세
대는 전체의 27.4%로 10명 중 3명이 각종 문화예술교육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의향은 그렇지 않
은 이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 붐 세대는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대해 평
균보다 낮은 평가를 하였고, 문화예술행사의 장소로는 지역주민
센터 등의 생활공간 주변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지역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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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통상진흥시책
과제 발굴

| 이은규, 강영훈, 이경우, 김의환 |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출지원제도와 정책들을 수립하고

력 강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영역을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8대 무역대국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율변동의 심화, 엔저현상의 지속,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매도시간 교

FTA 확대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지역 중소

류협력 기회 활용(무역사절단의 상시운영 등), 수출대기업과 중소

수출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기업간 상생관계 유인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는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지역 중소수
출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적합한 ‘울산형 수출지원정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인 지역 중소수출기업들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타 지자체의 수출지원정책과 울산지역 수출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의 경우 마케팅 분야의 지원시책이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획부분과 이
행부문 시책의 경우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결과 울산지역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도 다소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한 필요가 제시되었다. 정부의 ‘글로벌 성장사다리 지
원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가칭)울산형 글로벌 성장사다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성과관리를 위해 지역내 수출유
관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을 내실화 하는 한편, 지역 ‘무역통상 통
합관리 시스템’구축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들은 지역업체에 대한
특화마케팅을 위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 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마케
팅 지원을 위한 ‘온/오프 라인’ 상의 공간 구축을 추진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 내 수출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유관기관들간의 연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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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정책과제

울산 종교성지 순례길 조성 및
자원화 방안 연구

| 변일용, 유영준 |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

링공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살티공소와 인접한 공간에

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길이며,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

조성하여 종교인, 일반인 구분없이 이용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범세계적으로 많은 순례자가 방문하고 있

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고 그 추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산티아고 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순례길이면서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나 타 종교인이
나 일반인도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기성찰 또는 힐링(healing)
의 길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제주 올레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언론인 서명숙을
통해 조성되었고, 올레길의 성공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길들이 조
성되는 붐이 일게 되었다. 탐방길로 조성된 길은 최근까지 전국
200여 개 길이 조성되어 있다.
울산에도 어울길, 솔마루길 등 여러 길이 조성되어있는데, 대부분
조성된 길은 등산로나 산책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길’에 대
한 의미가 낮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길이라는 것이 단
순히 어느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오
늘날의 ‘탐방길’로 조성된 길 또한 과거에 오래전부터 선조들이
지나다녔던 길이었다.
그러므로 울산에 분포하고 있는 많은 성지들이 가지는 의미는 종
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적 유물로도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지가 언양을 중심으로 일정지역에 고르게 입
지하고 있어 이들 성지를 서로 이어주고 연결하여 자원화 함으로
써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대인들의 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
공할 사색과 힐링의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천주교 순례길인 ‘양업길’은 매년 300여명의 신자가 답사하
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양성당에서부터 길천공소, 순정공
소, 살티공소, 김영제베드로묘까지 약 11km를 행진하고 있다. 이
러한 순례길 조성은 사색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행로, 이정표,
휴식공간 등으로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한 심신(心身)의 정화, 힐링을 위한 공
간으로 조성하고, 산사체험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되 숙박과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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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 이영란, 박혜영 |

2013년 칠곡, 울주지역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사건이 발생하

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조사팀에 대한 출동 및 당직 수당을 현

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피해아동이

실화해야 하며 더불어 피해아동의 경우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이

2배로 증가함께 따라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

어려워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며 이

러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의 관한 특례

를 위해 기관 내 진술녹화실 설치가 필요하다.

법」의 제정·시행으로 이어졌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무엇보다 신고의무자 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사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학대아동이 발생

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임시보호를 위한 지역별 보호

한 경우, 아동보호체계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공

시설 확충도 시급하다. 또한 임시보호전문 위탁가정 발굴 및 가정

공기관, 아동보호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과 함께 피해아동이 생

위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 연구

지역별 거점병원도 지정되어야 한다.

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지역 내 전문

해 살펴보고 울산지역 아동보호 및 지원체계를 점검하여 개선점

상담기관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

을 찾고자 하였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보호시설, 아동복지기관, 상담기관,

울산지역 아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

교육·보육기관, 병원 등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대 예방 및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

할 것이다.

안 연구를 위해 동 연구에서는 △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이
론 고찰 △아동학대 처벌 등의 특례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체계
를 검토 △ 이어, 2013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 검토 및 분석 △ 지역 내 전문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견 조
사 △ 이들 제반의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울산지역 아동학대 예
방 및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의 과제와 개
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울산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울
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상담사 8명 총 4개의 팀으로 울산 전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는 무리가 따르며 특례법 시행 이후에 현장출동에 대한 부담이 가
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현장출장에 업무비중을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울주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로
울산권역을 나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설치가 용이하지 않
더라도 상담사 충원은 필수적이다. 또한, 현장조사팀과 서비스지
원팀으로 이분화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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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정책과제

울산 기초부품업체
기업실태와 육성방안 연구
–소규모 금속가공제조업 중심| 이경우, 강영훈 |

울산 자동차와 조선해양산업의 피라미드는 상위권(대기업 및 중

협동화 사업 활용 ■구매처연계 및 공동 온라인 홍보 ■소규모 제

견기업)과 중위권(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

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정례화 및 패널화 ■‘울산 소규모 제조업

되나, 자동차 및 조선해양산업관련 소규모 제조업체, 특히 금속가

체 전용 연구개발자금(안)’ 운영 ■소규모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공제품 영세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추진체계 확립 ■베이비부머 은퇴인력 활용 및 청년고용을 위한

장비 제조업의 경우 울산의 주력제조산업의 생산능력 및 경쟁력

작업환경 마련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소규모 제조업체 재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특히 2차 및 3차 협력업체

직자 교육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 유도 및 교육 ■

의 경우 작은 기초부속부품의 대부분을 울산이 아닌 부산, 대구,

사업주의 경영역량 강화 교육 제공 ■정보화 비즈니스 플랫폼 보

경인지역에서 상당수의 물량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직접적

급 및 교육 ■브랜디드(Blended Learning : 원격+오프라인) 방식

으로는 물류비상승의 애로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간접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소규모 제조업체의 협업화 및 조직화 유도

적으로는 울산 제조산업 구조의 기초산업군이 취약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의 낙수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 기술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금속가공제조업체, 즉 울산의 하부산업구조
육성 또는 강화방안을 제언하였다.
울산광역시 소규모 제조업체의 첫 번째 문제는 업체들이 집적화
가 되어있지 않아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에서도 소외가
되고 또한 현재 집적화되어진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원
되는 정부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울산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중소 및 소기업 평
균 매출액의 1/12 수준으로 상당히 영세하고, 또한 생산인력, 전문
인력, 운영자금, 연구자금, 연구능력의 한계와 대기업 및 중소기
업의 심각한 의존도로 인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자체적인 문
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중소기업
과 관련된 정보수집의 일부분으로써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실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정부
에서조차 소상공인이라는 큰 범주에서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규모 제조업체의 실태파
악이 미약한 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 제기한 울산지역 소규모 제
조업체의 문제점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의 목표를 설정
한 후 다음과 같은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제조업체전용 아파트공장 건립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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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박혜영, 이영란, 김상우 |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인력수급의 정

파견기관-초등 돌봄=가정 간 정보제공 및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

체 문제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와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요구

어야 할 것이다. 마을 어르신을 활용한 보육공동체 시스템을 구축

가 높아지면서 여성 인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

할 수 있으며 야간돌봄, 24시간 돌봄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이다.

또한, 지역 여성·가족·고용 지원 기관별, 일·가정양립, 여성친화, 근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함께 여성이 갖는 사회적·생물학적 특징

로환경 개선, 보육지원 등 분산된 체계에 대한 통합적 개편이 필

으로 인한 활동 인재의 유지는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요하며 이를 위한 협의체계 구성 등 ONE-STOP 서비스 통합체

주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경력, 전문직종

참가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개발 및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력

여성의 고용률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낮게

단절 여성간 ‘BLUE NETWORK’ 구축 지원으로 여성들간의 협력

나타난다. 특히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현저히 낮은 경제활동

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들 간 Job Sharing Network를 마련해야 할

참여는 여성의 경력단절, 노동시장 재진입 시 하향 취업, 저임금·

것이다. 이는 업무 단절성과 시간배분의 문제로 인한 사업장 및

고용불안정 직종으로의 재진입 등 여러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어

기업의 심리적·물리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

왔다.

을 것이다.

지속되는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여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여성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더
욱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자립과 경제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은 경력유지 등 예방적 차원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하며 생애주
기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014년 2월 4일 정부는 ‘일하는 여
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일하는 여
성의 생애주기별로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 등을 보완하는 다
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이에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
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역별 산업특성과 현장에서의 요구
에 따라 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산업도시 울산광역시는 국가 산업기지로 중
화학산업분야의 심장부로 남성위주의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1%로 전국 평균인 52.0%보다 낮게
나타나며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울산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먼저 보육 및 돌봄의 대상을
영유아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보육기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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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정책과제

태화강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 연구

| 권창기, 김승길, 변일용, 이주영 |

태화강역은 울산시 도심관문에 위치한 동해남부선 주요역사로

에 따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역사가 신축된 지 20여 년이 지나 역사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태화강역 연계교통시설의 1일 평균 적정규모를 세부시설별로 보

공간이 협소한 실정으로 장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완료

면, 승용차 주차장(Park & Ride)의 경우 시나리오1은 422대, 시나

시 급격히 증가하게 될 철도 이용객들을 감안할 경우 여객 및 연

리오2는 624대의 주차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되었고, 승용차

계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역

정차장(Kiss & Ride)의 경우 시나리오1은 8면, 시나리오2는 9면, 택

사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정류장(Taxi & Ride)의 경우 시나리오1은 12면, 시나리오2는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화강역 장래 이용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면, 버스정류장( Bus & Ride)의 경우 시나리오1은 5면, 시나리오2

여객시설 및 연계교통시설의 적정규모 산정과 함께 태화강역 역

는 4면의 정차면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자전거 보관

세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Bike & Ride)는 시나리오1은 236대, 시나리오2는 349대의 주차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되었는데, 현재 태화강역 자전거보관

■ 장래 이용수요 예측

소의 경우 168대 정도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태화강역 장래 이용수요 예측 결과, 시나리오 1, 2 모두 2035년에

있으므로 과부족분에 대해서 자전거보관소 추가적 설치가 필요

이용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1일 평균 이용수요는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나리오1이 11,722명, 시나리오2가 17,474명으로 2013년 기준 1일
평균 이용수요의 약 3~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 태화강역 활성화 방안

태화강역 역사시설 규모로는 장래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

태화강역은 현재 역사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한 실

으로 판단되므로 장래 이용수요 증가에 맞는 역사시설 규모를 갖

정으로 장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완료시 철도 이용객 수

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증가가 예상되며, 입지적 특성으로 인한 역사로서의 기능이 약
화되고 있어 태화강역을 포함한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 여객 및 연계교통시설 규모 산정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① 여객시설 적정규모 산정

첫째, 도심관문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의 여객 및

태화강역 여객시설은 여객수요가 최대로 집중되는 2035년 기준

연계교통시설의 적정규모를 고려한 역사 확장 및 배치방안 검토

시나리오1의 경우 1일 평균은 4,132.7㎡의 증축이 필요할 것으로

가 필요하고, 둘째, 태화강역 주변지역의 기능강화, 주간활동 활

판단되었고, 시나리오2의 경우 1일 평균은 7,489.2㎡의 증축이 필

성화 기능부여, 건물 야간경관관리 개선을 통해 주변지역 상권 활

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화 도모가 필요하며, 셋째, 태화강역은 태화강 하구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측에 삼산쓰레기 매립장이 안정화 기간

② 연계교통시설 적정규모 산정

이 종료됨에 따라 생태환경관광 등과 같은 거점시설로 활용이 가

장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료시 이용수요가 가장 많이

능하므로 생태환경 Complex 조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집중되는 2035년에 태화강역의 철도역 등급이 1등급으로 나타나
승용차 주차장 및 정차장,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시내버스 등),
자전거보관소 등의 연계교통시설은 필수적으로 적정규모 이상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마을버스 및 렌트카는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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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현안과제
현안과제는 울산광역시 또는
관련 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사안검토, 심사, 정책
자문 등 단기간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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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방안 연구

| 강영훈 |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및 국외에서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또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특화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라 할 수

한 환경오염문제와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인근 주민 및 국가전체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

적인 관점에서도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석유화

재를 생산하여 공급하여 왔으나, 세계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학산업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터이자 생활하는 공간으로

위해서는 기존의 범용석유화학제품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자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쾌적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기술집약

하고 안전성이 보장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정밀화학분야 소재산업으로의 전

노력이 필요하다.

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환경오염문제 – 토지오염, 지하수오염 등 –는 높은 관심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울산

집중되고 있어 기업체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지역 석유화학단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한 노력들이 인근 주민들의 의식에는 아직까지 전달되지 못하
고 있어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가 요구
된다.
더불어 안전문제도 높은 관심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석유화학
단지는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원자
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구상에서 높은 산업생산력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초
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산업
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없이는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기업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석
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져야 할 필요
성이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대기오염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석유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석유
화학단지내 개별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기후변화를 초래하
는 경우도 있어 전세계적인 관심사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지 않을 경우 해외 수출선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석유화학산업단지 고도화는 안전, 환경, 선제적인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계획임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석유화학단
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석유화학산업의 효율성 증대는
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3-13
연구기간 2013. 10. ~ 2014. 6.
발행사항 2014. 6, 240면

연구실적 I 현안과제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에 따른
전략 연구

| 이은규, 이경우 |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은 대통령 선거 당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라는 부산지역 공약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부산

특히, 지역 내에는 해양경제구역특별법 내지는 관련 계획관련 전

지역에서는 북항지역의 물류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

문가들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관련 전문

도심 공동화 방지 및 북항 기능의 재편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가들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을 위한 논의와

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통하

의견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여 해양산업과 해양관련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화를 촉진하여 국
내 주요 항만을 기반으로 해양산업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박근
혜 정부 국정과제의 세부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해양경제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
었다.
현재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 주요 선진항만들은
전통적인 해양산업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해양 산업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구결과 울산지역의 경우 핵심해양산업으로 오일허브사업을, 해
양산업 및 연관산업으로 해양관광, 해양문화 및 해양레저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핵심해양산업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추진과 향후
북극항로 개발의 진전 등을 고려할 경우 울산지역의 해양경제특
구에 해당사업 및 관련 산업으로 금융산업(석유 거래소 및 청산
소 등)과 물류산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울산대교 완공, 장생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래특구, 태화
강 하류의 요트계류장 설치 등을 고려할 경우 이들 지역을 해양
관광, 해양문화, 해양레저 등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
요하다.
이 밖에도 향후 오일허브사업의 진척과 더불어 해양오염에 대한
방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해상방재관련 산업의 유치 및 집
적화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2년 가까이 보류되고 있어 정부입장에
서는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울산지역 또한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추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3-14
연구기간 2013. 11. ~ 2014. 1
발행사항 2014. 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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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축제기간 중 효율적인
주차·교통대책 연구

| 김승길 |

장미축제는 2006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2013년 장미원 및 동

에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사

물원 확장을 계기로 관람객이 152만명으로 2006년 대비 34배,

의 기획-교통종합대책(안)수립-시행계획수립-사후모니터링의

2012년 대비 2.4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평일보

각 단계에서 의견조정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교통전문가가 포함

다는 주말 및 공휴일에 관람객이 집중하였다.

된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주말에 관람객들이 폭증함으로 인해 기존 울산대공원 내 주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기행사인 경

차시설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모든 관람객들을 수용하는데 어

우에는 차년도에, 비정기 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유사행사에 활용

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울산대공원과 접하고 있는 주요 간

하기 위한 사후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교통

선도로(문수로, 두왕로, 남부순환도로상)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

부문 모니터링은 행사주최자, 관람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접

생하였다.

근도로, 주차, 대중교통(셔틀버스 운행 포함), 안내체계 등 부문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발생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타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대표축제의 교통종합대책 사례검토와 그간 축제기간동안의
교통실태 검토를 통해 2014년 장미축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주차ㆍ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타 지역 대표축제 교통종합대책 사례 검토결과, 축제기간 중 관람
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안전 및 편의와 주변도로의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 임시주차장 확보,
대중교통 증편 및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의 교통종합대책을 수립
하고 있었으며, 특히, 축제기간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극대화하
고, 행사장 관람객들의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행사장 주변 접근도로 교통관리 방안,
② 행사장 주변 주차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③ 행상장 주변 주
차시설과 무료셔틀버스 연계 및 대중교통수단 증편방안, ④ 이동
교통수단 및 행사장을 알릴 수 있는 안내정보시스템 구축, ⑤ 축
제기간 중 시민참여형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
통종합대책(안)을 제시하였다.
장미축제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 행사에는 행사주
최자, 시관련부서, 지역주민, 관람객, 행사추진인력 등 행사에 따
라 그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주최 측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축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사전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01
연구기간 2014. 1. ~ 2014. 2.
발행사항 2014. 2, 30면

연구실적 I 현안과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연구

| 이상현, 김희종 |

본 연구는 2012년 수립 완료된 울산시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울산 조성’전략 분야에서 가장 예산집행이 높은 사업은 ‘기후변화

시행 계획’에 관해 추진 현황을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적응 이해도 제고사업’이며,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혁신도

동시에 울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

시 조성사업을 골자로 하는 ‘기후적응형 도시개발 사업’이며, 다

안 도출하여, 향후 기후변화 신시나리오(IPCC 5차보고서) 수립에

음으로는 ‘취약계층 기후복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분석되었다.

따른 새로운 사업발굴과 기존 사업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능동적

그리고 ‘물순환 생태도시 울산 조성’전략 분야에서는 조림이나 숲

인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가꾸기 사업인 ‘도시 생태 복원 사업’이 가장 예산 집행률이 높았

목적이다.

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천정비 사업과 하천 기본계획 수립사업이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

추진된 ‘홍수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조성’이며, 다음으로는 상수도

하며, 중앙정부는 환경부 총괄아래 13개 부처가 합동하여 ‘국가 기

유수율 제고 및 물절약 시책사업인 ‘물 이용 효율화 기반 조성’사

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광역지자체

업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친화도시 울산 구현’전

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대부분 계획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하고

략 분야에서 가장 예산집행이 높은 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관리

있다. 계획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인구당 사업비는 울산이

사업이나 농촌생활 개선사업이 포함된 ‘농업분야 적응기술 지원

조사된 7대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1.58백만 원이며, 다음으로는 대

시스템 구축사업’이며,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농업육성과 영농신

구가 0.82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는 0.51백만 원이

기술 보급사업이 추진된 ‘기후친화형 농축산업 육성’이며, 다음으

며, 인천의 경우가 가장 낮은 0.32로 분석되었다.

로는 녹색성장 기업 유치 및 기후변화 신사업 발굴과 연계된 ‘기

2012년 수립 완료된 울산시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능동적 기후

후변화 적응 신사업 조사 발굴’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적응 대처로 건강하고 안전한 에코폴리스 울산 달성’이라는 비전
과 건강안전도시 울산 조성, 물순환 생태도시 울산조성, 기후적응
친화도시 울산 구현이라는 3대 전략과 7개 중점사업 등 총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2016년이 1단계 사업이 완료
가 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당초 확정된
총 40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예산집행 결과로 분석한 결과,
‘건강안전도시 울산 조성’전략분야의 실행된 예산액은 91,010백만
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128.5%가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
고‘물순환 생태도시 울산 조성’전략 분야의 2개의 중점사업과 11
개 추진사업의 실행된 예산액은 130,503백만 원으로 당초 계획대
비 79.0%가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친화도시 울산 구현’전략 부분의 3개의 중점사업
과 11개 추진사업의 실행된 예산액은 46,715백만 원으로 당초 계
획대비 61.3%가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건강안전도시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02
연구기간 2014. 1. ~ 2014. 3.
발행사항 2014. 3,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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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사회지표」 설문조사
항목 발굴

| 이재호 |

사회지표조사 항목과 실제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수록

항목이 되며 기존 3개년 단위로 작성되는 조사항목을 1년 또는 2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정책을 직접

년 단위로 통합 조사해 이의 흐름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필요성

행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뒷받침할 만

도 함께 존재한다.

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으나 현재 울산의 사회지표조사를 통한

이에 설문지를 새롭게 구성하여 이를 울산의 사회지표 통계에 적

결과물로서는 이를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시민의 1인 또는 가족단위 가구 소득의 경우에 있어 직접적
인 비율척도 기입(예 : 월 소득 (

)만 원)이 아니라 “∼ 이상” 또

는 “∼ 이하”라는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추론에 의한 과학적 해석
을 방해하고 있으며 소비 지출, 사교육비 관련 지출 액 등 거의 모
든 항목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의 사회조사는 추론 통계로써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것
이 울산 전체의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져 표본으로 전체
를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구간으로 정해진 명목척도만
을 이용하고 있어 비용과 노력 대비 얻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울산의 사회지표 조사 항목은 통합된
형태의 조사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시계열로 관리가 상
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착안하여 현재 같은 카테고리
로 3개년 단위로 개별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항목을 ①인구 ②가
족 ③소득·소비 ④노동 ⑤교육 ⑥보건 ⑦주거·교통 ⑧정보·통신 ⑨
환경 ⑩복지 ⑪문화·여가 ⑫안전 ⑬삶의 질 ⑭사회참여·통합 등
14가지로 단일화 해 묶고 울산의 실정에 맞는 항목을 측정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조사 항목으로 없어서 새로 만들거나 문항을 보완해야 할 조
사항목으로는 소득·소비 분야에서 소득 및 지출 수준, 가구 내 저
축 및 투자 대비 생활비 지출 비율, 다음 해 가구의 재정상태 전망
을 포함하여 6개 항목, 노동 분야에서의 이직·퇴직 의사에 대한 이
유, (재)취업 시 선호 직종과 필요한 행정적 조치 사항, 현재 취업
중인지의 여부와 이유 등을 포함 7개 항목이 된다.
이처럼 위에서 제시된 14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새
로 만들어야 하거나 또는 보완해야 할 조사항목 수는 모두 49개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03
연구기간 2014. 2. ~ 2014. 3.
발행사항 2014. 3, 46면

연구실적 I 현안과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승길, 변일용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소득수준 증대로 인한 자동차

및 민간 부문의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및 다양화, 위치정보를 이용

이용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의 다

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할인가맹점 시설위치 안내 지도서비스

양한 교통문제가 도시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되고 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준수율 제고 측면에서는 준수·위반 검지율 제

울산광역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대수가 2013년 기준 총 49만 대로

고를 위한 인프라 확대 설치와 대체교통수단 인프라 확충 및 서

최근 5년간 평균 14천 대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구당 자동

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차보유대수도 1.12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마지막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로 인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

을 통해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승

용은 2013년 기준 년간 6,17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의 대기

용차요일제 시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방안 중 하나는 자동차 통
행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도로를 지속적으로 신설 또는 확장하여
도로용량을 증대시켜야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SOC 예산
제약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도로시설 공급에 한
계가 있고, 도로 신설 및 확장은 계획에서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시설의 공급으로 급증하는 자동차 통행수
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 또는 일정지역에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수요
를 조절하는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방안으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환경문제
와 같은 교통외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서울, 부
산 등의 국내 대도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 중에 있다.
울산광역시도 지난 2012년 4월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 중으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 중 약 7%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나, 향
후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참
여율 확대방안과 준수율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확대 측면에서는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
샷’ 도입 검토를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을 간소화 할 필요
가 있고, 기업체, 공공기관 등 현지방문을 통한 참여 유도 및 홍보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유도 및 자발적 홍보를 위해 ‘시민서포터즈 제도’ 운영, 공공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04
연구기간 2014. 3. ~ 2014. 6.
발행사항 2014. 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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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성 분석

| 강영훈, 이경우 |

본 보고서는 울산 전시컨센션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

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감도 분석

시한 것으로 다양한 기본 전제와 분석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 할인율이 현재 5.5% 수준에서 0.5%씩 감소할수록 B/C 비율

우선 울산 전시컨센션센터 운영손익 등의 추정시 건립시설 공사

은 1.222에서 1.259, 1.297로 증가하며, 할인율이 0.5%씩 증가할수

기간은 추정기간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설은 2019년 완공하

록 1.222에 서 1.185, 1.149로 감 소 하 는 것 으 로 나 타 났 으 나

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2020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4.5%~6.5%까지의 할인율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B/C ratio가 모두

였다. 건립시설에 대한 임대수익, 전시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등

1보다 크므로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운영손익의 추정은 대구 EXCO, KDJ센터 등 타 센터의 재무자료
및 가동률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시설 임대수익 가운데 전시장 임대수익은 전시장면적 8,000㎡를
바탕으로 EXCO 2012년 전시장임대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임
대료는 매 2년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
며 가동률은 타 센터의 과거 10년간 평균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
하였다. 회의장 임대수익은 회의장면적 2,500㎡를 기준으로 대회
의실 임대료는 평방미터 당 2천원, 중소회의실은 1천9백원으로 산
정하였으며 가동률은 전시장과 마찬가지로 타 센터의 과거 10년
간 평균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부대시설 임대료는 KDJ센터의 임대면적 당 임대료를 당 센터 부
대시설 면적에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전시사업수익은 EXCO의 건
당 전시사업수익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대행사업수익은 전시
사업건수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EXCO의 대행사업 관련 개최
건수 및 건당 대행사업수익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센터의 운영
손익 등의 추정을 위하여 적용된 가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
규, 제반 경제환경 및 확충시설의 경영정책 등이 변동될 경우, 본
운영손익 등의 추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울산 컨벤션센터의 건립기간은 2016년~2019년까지이며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은 2020년부터 30년간인 2049년까지이므로, 2016
년부터 2049년까지의 총 33년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
였고, 비용-편익분석 시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 따
라 공사기간 포함 5.5%를 적용하였다. 단,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은 1.222이고 내부수익률은 8.75%로 나타나 본 사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05
연구기간 2014. 3. ~ 2014. 4.
발행사항 2014. 4, 28면

연구실적 I 현안과제

신복로터리 일대 교통혼잡 완화대책에
관한 연구

| 김승길 |

신복로터리는 울산 도심 초입부에 위치한 관문으로 5개의 주요

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신복로터리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간선도로(울산고속도로, 북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대학로, 삼

차원에서 주요 동서축 도로망인 외곽순환도로(정자~미호) 개설

호로)가 교차하는 주요 교통결절점으로 도로용량은 한정되어 있

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만, 신복로타리 주변 구영·천상지역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방안으로 신복로터리로 집중하는 교통
량 분산을 위해 우회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건설에
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교통혼잡으로 인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복로터리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
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신복로터리 일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수립을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평면교차로로 운영할 경우 오후기준 차량당 제어
지체가 기존 신호로터리일때 보다 112.5%(기존 : 164.3초/대→평면
교차로 개선시 : 349.1초/대)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면교차
로로 개선하기보다는 현재 신호로타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고가도로 여유용량을 고려할 경우 신
복로터리 평면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고가도로를 이용해 굴화·
장검지구로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진출로를 언양방면으로 이설
하는 울산고속도로(상행선) 종점부 진출로 위치 변경과 범서IC 신
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신복로터리로 집중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
한 우회도로 개설 및 확장에 있어서는 북부순환도로와 대학로 간
교통량이 가장 많은 상황으로 이들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옥동
~농소 간 도로개설 사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
로 옥동~농소 간 도로 조기개설과 함께 개통 후 교통량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호체계 변경으로 교통혼잡 완
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동서축 도로망이 부족한 실정으로 울산광역
시와 주변지역 간 통행 시 신복로터리를 통해 울산고속도로를 이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06
연구기간 2014. 3.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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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사업 실천계획 수립 연구

| 이상현 |

최근 글로벌 선진국들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추

택을 대상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2013년말 기준 17.5%이지만

진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0%

단계적 사업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들의 발

을 차지하는 조명분야에서도 기존 조명을 대체할 친환경 고효율

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률의 목

의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주목을 받고

표는 중앙정부가 2015년까지 30%, 2020년까지 민간부문 60%를

있다. 중앙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목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울산시의 정책적 목표

위해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LED 조명 보급률을 국가 전체 60%,

공유를 고려하여 2019년까지 보급률 50%를 정책목표로 설정하

공공기관 10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사업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울산관내 민간부분 LED보급을 위한 전략별 사업들은 사업

울산시는 2013년 9월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지역내 LED 산업 경

들은 LED조명 수요창출 및 보급 확대 전략에는 공동주택 지하주

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를 제

차장 LED 조명 보급 사업, LED 조명 시범마을 조성, LED 조명 수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

요조사 사업, 에너지빈곤층 LED조명 기증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진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LED조명 보급

LED조명 보급기관 파트너쉽 추진 전략에는 LED조명 보급기관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LED조명 보급

MOU 체결 추진, LED조명 ESCO 사업발굴 및 추진 등 2개 사업,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울산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LED조

그리고 LED조명 사용 홍보 및 교육 강화 전략에는 홍보매체를 활

명 보급 현황 및 문제점과 단계적 LED조명 보급 비전 및 목표와

용한 LED조명 보급 홍보 강화, 시민대상 LED조명 교육 프로그램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사업 등을 제안하여, 향후 울산시의 LED조

개발 및 운영, LED 보급 서포터즈 양성 운영, 울산시민 LED조명

명 보급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등 갖기 캠페인 시행 등 4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였다.
울산관내 민간부문에서 LED조명 보급을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대
상은 공동주택으로 2013년말 기준 공동주택은 총 1,023단지
216,521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부분 LED보급
을 위해 울산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공동주택 단지는 122단지 109,929가구이며, 이중 지하주차장시설
이 있는 단지는 97개 단지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97개 지하주차
장 2013년말 기준 LED조명으로 교체한 단지는 총 17개 단지로 교
체율 17.5%로 조사되었다.
울산시의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
보급률 50%을 목표로 LED조명 수요창출 및 보급 확대, LED조명
보급기관 파트너쉽 추진, 그리고 LED조명 사용 홍보 및 교육강화
를 주된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까지 민간부문 보급률 50%는 울산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07
연구기간 2014. 4. ~ 2014. 5.
발행사항 2014. 5, 73면

연구실적 I 현안과제

중부소방서 이전부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방안

| 변일용, 김상우, 권태목 |

혁신도시 내에도 기존 울산의 공공기관도 입지하고 있는데, 주로

해당부지는 울산 중부소방서 이전적지로서 중구의 도심부에 위

기존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건령이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한 기

치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대상지 주변으로 시장, 극장, 문화의 거

관이 이전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기관이 입지하고 있다. 중

리 등 다양한 자원이 있어 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상

부소방서는 중구 중앙동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긴급출동 시 협소

부지는 젊음의 거리와 연계되어 있고, 접근성이 양호한 실정이다.

한 도로폭과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시설물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철거가 필요한 상태이나, 구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

검토 후 판단할 문제이다. 다만 시설물이 구조상 안전할 경우에는

어 혁신도시 내에 이전하게 되었다.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이용함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에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며

시설물은 역사적으로 근·현대에 주요한 공공시설로서 가치가 있

이를 위해 기존 잔존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역이 가지는 공간적 특

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보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설

징, 사회역사적 의미,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적정의 대안을 마

물은 당초에 중부 소방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익

련하고자 하였다.

성 보다는 공공성, 공익성을 보다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이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적지에 대한 정의, 의미 그리고 유형

나 교육용시설, 연수시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시설물의

및 특징 등을 검토하고 중부소방서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분

운영 특성상 공익과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석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시설이 무엇이며 어떠한 공간적 특징

민간보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자체는 경우에

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주변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검토하

따라서 민간에 위탁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였다. 또한 이전적지를 활용한 사례를 국내외 성공 및 실패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
록 검토하였다.
이전적지 시설을 어떠한 유형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성과
공공성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됨. 수익성은 이전적지의 공간적·경제
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도시재개발과 기존지역 재생을 촉진시키
는 원동력이 되며, 이는 또한 도시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 공익성은 이전 전 지역사회의 주요시설로서의 장소성,
지역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시설로
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시공간 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도시 내 어떠한 유형의 시설로 활용하든 수익성과
공공성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전적지의 활용주체는 민간,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요양 및 병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측면이 강조되므로 민간이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09
연구기간 2014. 6. ~ 2014. 8.
발행사항 2014. 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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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안

| 이경우 |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간 세원분포의 불균형

음과 같이 기초수요액의 산정흐름도를 통해 갈음하고자 한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
구의 일정한 행정수준(Civil Minimum)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
록 필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이후 실시되어
온 제도이다. 즉,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조정기능 및
자치구의 재원보장기능을 주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 것
이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의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내의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제 개편으로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취득무관등록세)가 시세에서 구
세로 전환되고,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령 개정으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되
었다.
2012년까지 울산광역시의 기초수요액에 사용되는 경비측정항목
은 4항목 17세항목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부터는 11항목 18세항
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2년까지 측정항목의 단위비
용을 단순산술평균을 이용하였으나, 2013년부터 세항목과 측정단
위의 회귀함수를 이용하여 단위비용을 추정한다.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고려한 사회복
지균형수요 신설하여 향후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자
치구의 재정악화가 예상됨으로 인해 재원조정교부금에 사회복지
비 대상인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균형
수요(인적수요와 시설수요)를 추가하였다.
이에 본 현안과제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조정기능 및 자치구의 재
원보장기능을 위한 2014년 재원조정교부금 기초자료를 분석하
고, 자치구의 기준수입액을 산정하며, 자치구별 측정항목별 측정
지수 및 통계량을 분석 후 기준수요액 보정수요(인적수요 및 시
설수요)를 산정하였다.
본 연차보고서에서 자치구별 산정결과 공개의 제한으로 인해 다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10
연구기간 2014. 10. ~ 2014. 10.
발행사항 2014. 10, 32면

연구실적 I 현안과제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강영훈 |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한전 본사가 나주 혁신도
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한전 부지가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에 매각되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뚝섬에 110층 짜리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등 그룹의 랜드마크가 될 신사옥 건립에 공을 들여왔으며 한전 부
지를 인수함으로써 그룹의 수원사업을 해결할 기회를 얻은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시장에서 예상한 감정가액의 2~3배가 넘는
10조 5천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승자의
저주’, ‘유동성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 ‘노조 및 시민단체
의 반발’ 등으로 주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부지에 향후 컨벤션센터, 호텔, 대형 쇼핑몰,
자동차 테마파크 등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이 보유한 랜드마크를
능가하는 자동차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표
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로 인하여 향후 기업 내부적으로는
노사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지역 차원에서는 강동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전시장 및 관련 시설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구상대로 해당 부지에 ‘아우토슈타트(자동차
+복합문화)’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의
단순 생산기지로 남겨질 우려도 상존하는 실정이다.
향후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원활한 개발자금의 조달,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규제 등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지역의
경우 무엇보다 당초 현대차의 강동권 개발 참여 의향에 따른 지
역 내 투자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울산지역에서 성장한 기
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필
요가 있다.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11
연구기간 2014. 9. ~ 2014. 9.
발행사항 2014. 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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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 강영훈, 이은규, 이경우 |

울산지역 수출은 2000년에 약 200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광역지

장기적으로는 생산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부문을 확

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대하는 노력과 새로운 신규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2013년 약 911억달러 수출을 기

고용은 단기적으로 자동차나 조선산업에서는 고용의 변화가 예

록하였다.

상되지 않지만,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한국은행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울산은 전국 평균을

특화제품군 생산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구조조정이 예

하회하는 70으로 나타났으며, 그 지수는 1998년 IMF외환위기(71)

상된다.

때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물동량, 생산, 고용이 모두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지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미미한 회복가능성, 국내의 내

역경제활성화를 예측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으로 인하여 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예전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복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

를 기대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높아보

하고 국내시장에서 팽배한 현대차에 대한 불만감, 수입차시장의

인다.

급팽창, 현대차 울산공장의 매번 반복되는 노사분규와 올해 노사

따라서 3대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전반에 고른

협상에서 주요 안건으로 등장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비제조업분야의

의 종신수준의 계약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못할 것

투자 및 여건조성으로 고용을 흡수함으로써 3대 주력산업에서

이다.

비롯된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조선산업은 EU경제가 미미한 성장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된다.

몇 년간의 저가수주와 환율변동에 따른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은 지역별 및 국가별 수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있
으며, 중국의 자체적 석유화학제품 자급율이 상승함에 따라 울산
지역 석유화학산업계는 깊은 어둠속에 빠질 것이다. 특히 셰일가
스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저가 원료로 생산된 석유화학제
품의 중국내 점유율이 증가하고, 중국의 석탄화학이 활성화됨에
따라 울산지역 석유화학계는 단기간에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
울 것이다.
지역 3대 주력산업의 현황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수출입물량적인 면에서 자동차는 미미한 성장세, 조선산
업은 정체 후 성장 그리고 화학산업은 오랜 정체 후 도약으로 예
상됨에 따라 울산지역 수출입물량의 급속한 증가세를 예상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내 생산은 단기적으로 생산의 확대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중

과제구분 현안과제 2014-12
연구기간 2014. 9. ~ 2014. 9.
발행사항 2014. 9, 14면

연구실적
수탁과제
수탁과제는 발주처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비용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98 ● 울주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99 ● 동북아 오일
허브 가격정보포털 프로토타입 연구 100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101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학
술연구 102 ●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103 ●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104 ● 2013년도 전문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평가 105 ● 울산산학융합지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106 ● 울산지역 글로벌 산업생태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107 ● 울산지역 서비스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108 ● 2013 현장실습/인턴십 산업체 및 학생 만족도 조사 분석
109 ● 지역행복생활권계획 수립 연구개발 용역 110 ● 2014년 울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111 ●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남구) 112 ● 한옥마을조성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113 ●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
역 114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학술용역(중구) 115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3년 이행평가 116 ● 사라져
가는 옛날이야기 작성 용역 117 ● 제3기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118 ●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책지표 연구
119 ● 울산근로자 생활상 조사연구 학술연구 용역 120 ● 지역보건의료 발전방안 연구용역 121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122 ●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용역 123 ● 노후산업단지 혁신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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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 권창기, 변일용, 김승길, 이주영, 권태목, 유영준 |

본 연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 자전거 관련 제도 개선

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과 지역

- 민간단체를 활용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대 추진전략별 세부추진사업은 생활형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야

울산광역시는 1, 2차에 걸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

5개 사업(961.2억 원), 여가·레저형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야 3개 사

을 통해 자전거도로망의 양적시설 공급과 더불어 자전거편의시

업(2.0억 원),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간 연계성 확보 분야 2개 사

설 확충을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자전거가 교

업(23.1억 원), 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대책 분야 5개 사업(28.0

통수단으로서의 인식전환이 부족해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이 현

억 원),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방안 분야 5개 사업(13.5억 원), 자전

재 미미한 실정이다.

거 정보제공 및 행사프로그램 개선 분야 4개 사업(17.7억 원), 자전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거 관련 제도 개선 분야 4개 사업(23.0억 원), 민간단체를 활용한

하드웨어측면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소프트웨어측면의 자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 2개 사업(1.5억 원)을 제시하였다.

거이용 활성화 시책발굴을 바탕으로 ‘두 바퀴로 함께하는 건강도

특히, 세부추진사업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의 양적시설 공급보다

시 울산’이라는 비전하에 3대 추진목표, 8대 추진전략, 30개의 세

는 생활권역별 단절구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자전거도로망의 질

부추진사업을 계획하였다.

적수준을 제고와 함께 자전거통행의 안전성 확보, 자전거 정보제
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자전거이용문화 확산 등과 관련된 세

■ 비전

부추진사업등을 제시하였다.

- 두 바퀴로 함께하는 건강도시 울산
■ 3대 추진목표
- 생활권역별 단절구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 자전거이용자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
- 자전거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자전거이용문화
확산
■ 8대 추진전략
- 생활형 자전거이용 활성화
- 여가/레저형 자전거이용 활성화
- 자전거와 대중교통간 연계성 확보
- 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대책
-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방안
- 자전거 정보제공 및 행사프로그램 개선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3-09
연구기간 2013. 2. ~ 2014. 1.
발행사항 2014. 1, 242면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울주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 이상현, 김석택, 김희종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10.4)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기후변화 적
응대책의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되
었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울주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울주군의 지역적, 경제적 기후변화 취약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시
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하
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현황을 파악하
고 미래의 기후변화를 전망하였고, 선행연구와 사례를 검토하였
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LCCGIS, 신문검색을 통한
체감취약성,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부분별 취약성평가를 시행하
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과 중점추진사업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기후적응 선도하여 명품행복도시 울주 구현”을 비전으로 기후취
약계층 없는 건강행복도시, 풍수해 피해 없는 안전도시, 경쟁력
있는 기후변화 친화도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선도도시 등 4개
전략과 12개 중점사업을 포함한 총 36개 적응사업을 제안하였다.
울주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7,36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경
쟁력 있는 기후변화 친화도시’ 전략이 97,444백만원으로 가장 많
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응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사업 결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집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체계,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3-12
연구기간 2013. 3. ~ 2014. 1.
발행사항 2014. 1,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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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가격정보포털
프로토타입 연구

| 강영훈 |

본 연구는 동북아 오일허브가 세계 4대 석유물류 거점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울산을 기반으로 한 석유거래 가격(평가)정보 제공
이 필요함에 따라 울산의 석유·석유제품 평가가격을 제공하는 정
보포털의 프로토타입(개념설계도)을 개발하여, 가격평가기관 및
트레이더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함에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출범 후 오일거래에 따른 현물 및 선물시장이 개
설될 것으로 예상되나, 울산지역 금융여건상 지역 금융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차별화된 특성을 유
지 및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오일허브로서 가격정보를 가격정보업체로부터 프로토타입
을 개발함으로써 울산이 중심이 되는 가격시스템 구축이 용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울산이 동북아 오일허브를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산
업의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울산의 브렌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정보 포털의 개념 및 서비스 범위 설
정,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조사범위 설정 및 확보 방안, 평
가가격 알고리즘 조사 및 가격정보 포털 운영자 구분, 트레이더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포털 이용자의 참여 유도 방안 도출 그
리고 가격정보 포털 운영에 따른 고려점 및 정책제언 등이 연구
되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사업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총괄연구기관으로 연구내용 전
체를 주관하면서 싱가폴에 아시아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석
유가격정보업체인 OPIS(Oil Price Information System) 싱가폴법인
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틀은 연구원에서 제시하면서 실제 가격정보형
성, 분석, 제공 등의 측면에서는 OPIS측 연구자들의 견해를 반영
하였다.
더불어 오일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많은 도시들의 시행착오를 분
석하여 울산이 추진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실패가능
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도 수행하였다.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3-21
연구기간 2013. 4. ~ 2014. 2.
발행사항 2014. 2, 180면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 윤영배, 이상현, 김희종 |

본 연구는 「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환경부「상수도 원인

제도 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

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에 의해 울산광역시 상

한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98년 이후 동결

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적정한 산정방법 및 부과기준 마련의 필요

된 시설분담금을 최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상수

성이 대두되었고,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

도 시설의 신·증설을 위한 재원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에 의한 울산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

된다.

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장·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명
확히 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시행하였다.
부담금이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
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
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
급의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설치목적(성격)에 따라 이용
자·원인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유도성부담금, 보조금·예치금성
격의 부담금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해 단위사업비와 부과
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단위사업비는 대규
모 개발사업과 중규모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수돗물사용량은 가정용과 비가정용으로 구분하였고, 가정용은 사
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1인당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의
하였고, 비가정용은 해당지자체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
로 정의하여 울산광역시의 2013년도 사용량을 평균하여 산정하
였다.
가정용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에 수돗물사용량(계획인원×
일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계획인원은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따라야 하므로 정확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별사업
별로 산정하여야 하며, 비가정용 원인자부담금은 구경별 사용량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울산광역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는 환경부의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3-28
연구기간 2013. 8. ~ 2014. 9.
발행사항 2014. 9,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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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학술연구

| 권태목, 변일용, 이주영, 권창기, 이경우, 김승길, 이윤형 |

본 연구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노후주거지가 병존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

따라 기초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재생에 관한 종합적 계획

여 지역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을 수립하기 위해 발주된 수탁과제이다.

‘서부권역’은 기반시설과 건축물이 양호한 주거지역으로서 지역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계획수립에 잘 활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형지역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약사권

표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쇠퇴진단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역’은 사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민편의성 증진을 통한

이를 통하여 재생의 우선순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양호한 주거지 조성형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재생 우선순위 도출은 지자체의 정책입안 및 집행을 행함

이상과 같이 각 권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총 89개

에 있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생 정책의 집중도를

사업으로 사업비는 40,600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추진은 3단계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1단계는 공모사업을 중

지역 전체의 재생방향성으로서는 ‘모두가 잘사는 문화재생도시

심으로 시행하고 2단계 이후에는 지자체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

중구’로 설정하고 각 사업구역별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재생사업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의 재생방향을 정립하고 사업권역별 실행가능한

총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재생사업을

재생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기초지자체가 지역의 재생을 원활히

발굴하였으며, 중앙동권역은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역에 공모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권역별 특성과 재생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동권역’은 원도심으로서 상업지역과 노후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인데, 태화강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상권활성화를 주
전략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학성동권역’은 전통시장상권과 역사
유적, 주거지가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내 역사자원을 최
대한 활용하여 역사성 회복을 기초로 한 지역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반구동 권역’은 가로형 상업지역, 양호한 기반시설, 노후화된 건
축물이 혼재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통
해 지역의 특성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였다. ‘복산동 권역’은 과
다할 정도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민간주도의 신규주탞건
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변지
역과의 연계를 통한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병영동 권역’은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병영성, 삼일사 등의 역
사자원이 풍부하여 역사자원과 상업자원을 결합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하였다. ‘북정동 권역’은 신흥주거지와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3-31
연구기간 2013. 10. ~ 2014. 8.
발행사항 2014. 8, 415면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 이주영, 변일용, 권창기, 황진호, 김승길, 권태목 |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산업도시이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울산광역시의 주력산업이 성숙기를 지나
고 있어 향후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기존 주력산업을 구조고도화하고 기존산업과
융복합되는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울주군 서생
면 지역에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건립으로 원자력발전소와 연고
나된 원자력 융합 및 기자재산업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며, 미래 유망산업으로 환경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주목받
고 있어 기존 울산지역의 화학산업 및 기계산업과 융복합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주력산업 연관산업과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연구개발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원전산업 및
에너지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인프라의 구축과 관련업
체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울주군 서생면 일대
를 대상으로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기능 등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울주군 남부지역에 산업, 연구개발, 정주기능
이 조화로운 서생지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이며, 2018년 산업
단지 조성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타당성 연구의 주요내용은 먼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계획
및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개발현황과 원자력 및 에너지 융합 산업
을 분석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대상지 여건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산업단지 수요분석을 위하여 관련업종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산업단지 조성시 필요사항을 분석하였다. 산업단지
기본구상은 산업단지의 개발규모와 대상지 구역계를 설정하고
유치업종계획 및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배치계획, 교통동선계획 등 산업단지 개발
구상을 하였으며, 사업비의 개략산정과 산업단지 추진계획 수립
후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3-32
연구기간 2013. 11. ~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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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 유영준, 변일용, 이주영, 김승길, 권창기 |

산업관광은 MICE산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산업도시

3대 추진전략별 세부추진사업은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및 산업관

울산을 대표적인 산업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 스토리텔링화, 오토밸리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국립산업기

본 연구는 산업관광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 울산’의 위

술박물관 조성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산업관광 네트워크

상을 확보하고,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산

및 산업관광 홍보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업관광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세부추진사업에 있어서는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울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관광지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석유화

산의 산업 관련 콘텐츠 및 산업유산과 산업발전과정 등을 고려한

학단지, 온산공단, SK에너지 등으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및

콘텐츠를 발굴하여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SK에너지는 단체방문객(수학여행단 및 시티투어)의 산업시찰 및

마련하였다. 기존 완성차 위주의 산업관광에서 벗어나 차량이 만

견학 목적지로 활용되고 있다.

들어지고 사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

울산에 있는 산업관광자원을 산업별로 분류하면, 과거의 산업관

여 체험 프로그램이 갖춰진 오토밸리 산업관광을 제시하였고, 국

광자원은 1차 자원으로 남목마성 등 3개소, 2차 자원으로 달천철

립산업기술박물관 및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방향을 통해

장 등 8개소, 3차 자원으로 호계 5일장 등 6개소가 있다. 한편 현

글로벌 산업관광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재의 산업관광자원은 1차 신우목장 1개소, 2차 현대중공업 등 11개

또한, 그동안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여행업체 및 타 지여

소, 3차 현대백화점 동구점 등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업관광 추진체계를 하나

이상의 산업관광자원은 동구, 북구 및 남구의 해안지역에 인접하

의 에트워크로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여 분포하고 있다.

시하였다. 그리고 산업관련 기관 및 기업체에서 제각각 이루어지
던 산업관광 홍보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특화관광상품 홍보네트

■ 비전 : 글로벌 산업관광의 거점 울산
- 주력 3대 산업의 글로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산업수도 울산’
의 위상 제고

워크 구축 방안, 지역의 산업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을 통합할 수 있는 산업관광 홍보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고,
산업관광자원 및 산업문화유산이 지도에 표시된 산업관광 통합
리플릿을 한글과 영문판으로 제공하였다.

■ 목표 : 산업관광자원의 개발과 융복합을 통한 국제관광거점으
로 육성

별책으로 산업관광자원 전체 특성과 발굴된 산업관광 관련 콘텐
츠 모음집도 함께 발간하였다.

- 울산 산업기반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 기존 3대 주력산업 위주의 산업관광에서 벗어나 특색 있는
산업관광 상품 개발과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발굴
■ 3대 추진전략
-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 산업관광 인프라 확충
- 산업관광 홍보체계 구축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3-33
연구기간 2013. 11. ~ 2014. 5.
발행사항 2014. 5, 350면(별책 157면)

연구실적 I 수탁과제

2013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평가

| 황진호, 김상우, 이은규, 김미경 |

울산과학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정한 결과 목표값에 크게 미달하였으나, 기술지원 및 협력성과가

공동사업인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2013학년도

목표값을 큰 폭으로 상회한 것이 전체적인 목표값을 개선하는데

에 수행하였다. 상기 사업은 교육역량 우수대학 사업인 「산학융

크게 기여하였다.

합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Global Expert 양성」사업과 World Class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안으로 먼저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의 목표

College(WCC) 사업인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역

값 설정이다.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값 설정을 위해서는 산

량 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근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보다 더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

연구진은 울산과학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세부사

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경기전망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환경

업별 목표 달성 정도와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실태, 관리의 적정

변화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성 등 전반적인 사업성과 평가, 그리고 개별 사업의 성과지표 및

둘째, 직접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한다.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가운데 교육,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 사업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는 취업능력강화지수, 전문가교

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학생들의 취업

육 활성화지수, 학생만족도, 융합형 교육과정 혁신지수, 산업수요

역량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비의 확대가 필요하다.

맞춤형 취업역량강화지수, 산학협력활성화 지수 등 총 6개 부문

셋째, 환류체계 강화로 부진한 사업에 대한 신속한 개선책이 마련

으로 구성되어있다.

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지표와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

2013년도 사업추진 결과 6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값을 달성하였

구된다. 청년실업이 심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취업능력 강화를 위

다. 특히, 목표값 상승률보다 실제 달성값의 상승률이 현저하게

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실행하고 성과지표 및 지수에 산

큰 성과지표는 ‘취업능력강화 지수’로 나타났다.

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교육 활성화지수도 목표값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전문가
과정 개설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만족도 지수는 목표값 달성은 하였으나, 학교생활만족도가
소폭 개선된 반면에 강의평가는 목표값에 약간 미달하였다. 특히
학교생활만족도 조사에서 복지시설 및 복지 프로그램과 취업 및
진로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타 분야보다는 여전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융합형 교육과정 혁신지수도 목표값을 달성하였으나 세부지표
중 기초학습능력 향상비율만이 목표값을 초과 달성하였다.
산업수요 맞춤형 취업역량 지수는 목표값을 크게 상회하였지만,
세부적으로는 캡스톤 디자인 교육성과를 제외한 모든 세부지표
가 목료값에 미달하였다.
산학협력 활성화 지수는 목표값을 달성하였으나, 세부적으로 교
수1인 평균 가족회사 수의 경우 목표값을 신규 가족회사 수로 한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3-34
연구기간 2013. 12. ~ 2014. 2.
발행사항 2014. 2, 74면

105

106
2014 UDI Annual Report

울산산학융합지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강영훈, 이경우 |

울산산학융합지구는 울산테크노산단에 건립되지만 다양한 참여

리고 석유화학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모하는 세계적 환경변

주체가 참여하고 있고, 그린벤트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

화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학협력과 함께 지역의 미래발

로 추진되어야 하였으며, 참여주체간 협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

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을 견

고 사업의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학융합지구의 미

인할 수 있는 산학협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래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따른 미래성과를 내다봄으로
써 산학융합지구의 예정된 진척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당사자간
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산학융합지구의 미래모습을 제기함으로써 체계적인 준비
의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단계별 계획수립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하였으며, 참
여주체별 역할분담과 추진과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울산산학융합지구로 만들어가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산업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역별로
TP가 있지만, 연구개발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도출
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과 기업간 동일입지를 통하여 선취
업 후진학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개발인력의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울산산학융합본부의 미래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4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울산지역 전통수출산업인 주력산업분야에서 산학융합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울산의 도시발전에는 3대 주력산업이 굳
건한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 발
굴에도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2차전지산업, ICT융합 등의 제
조업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과 더불어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한 지
역발전전략에도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착안하였다.
따라서 울산산학융합본부는 기존 주력산업과 함께 신성장산업 –
에너지환경산업분야의 산학융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궁에 의해 울산산학융합본부는 기존의 자동차, 조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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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글로벌 산업생태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 이상현, 김희종, 윤영배 |

세계적으로 자원순환형사회의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

를 근거로 GERC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실가스 감축 의지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밀집한 산

또한, 국내외 국제 연구기관 설립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기관 형

업단지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공간 즉, 생태

태별 설립 절차와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설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립 형태별 장단점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GERC

2005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하에 생

의 설립 형태를 제안하였다. 이후 GERC의 설립 비전, 목표, 조직,

태산업단지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4년 현재 국내 총

운영, 예산, 적정 입지, 소요면적,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

9개 EIP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EIP 1단계 시범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업(2005년~2009년)에 이어 2단계 시범사업(2010년~2014년)에

GERC의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 GERC는 국내 산업공생 분야의

도 참가하였으며 지난 1~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9개 사업

선도적인 기술개발 연구기관으로서 국내 R&D 역량 제고에 크게

단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국내 최고의 산업공생 사례지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국내산업 및 경제 발전에 크

역으로 발돋움하였다.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GERC는 아시아-태평양 지

또한, 이같은 울산시의 성과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개발도상국을

역의 허브 연구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생태산업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울산의 EIP구축 노하우를 공유하기

단지 구축에 이바지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

위해 내방하거나 울산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

가시키고, 아울러 세계적인 ‘글로벌 생태산업도시’로서의 울산의

으며, 국제기구인 UNIDO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녹색산업회의(GIC)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에 3회 연속 울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EIP 선진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공생 사례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울산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거
나, 국제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작 울산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공생 실현에 대한 국제적인 needs에
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EIP 관련 R&D을 선도적으로 이
끌어 갈 ‘글로벌 생태산업 연구센터(가칭, GERC)’의 설립 필요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써 GERC의 존립기반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EIP 현황 분석을 통해 울산지역 생태산
업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내
수 시장의 포화로 성장 한계의 국면에 접어든 울산지역 생태산업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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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서비스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 강영훈, 이은규, 이경우 |

울산지역 창조경제 발전 비전으로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산업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울산항의 남항과 북항에 탱크터미널을 구

의 상생・융합・창조”로 설정하고 울산형 창조경제의 목표를 동북

축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 – 브렌딩(blending), 브레이킹(breaking),

아 오일허브 사업을 통한 생산자서비스기반 구축, 제조업과 생산

메이킹(making) 및 벙커링(bunkering) -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자서비스의 시너지 극대화 그리고 생산자서비스업의 자생력 및

조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북아 오일허브는 물류와 금융

결집력 강화로 정하였다.

산업 육성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구축되

울산지역 창조경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

고 있는 오일허브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하는 이러한 유형의 창조

한 육성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울산지역에 신규로 구축될 인

산업 발전방안은 결국 창조산업이 지역내 혁신시스템이나 지역

프라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거버넌스와 어떻게 연계되어 발전되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사업 등 -에 스토리텔링을 부여하여 만들어가는 서비스산업 육

로 도출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분야

성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지역에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및 과제를 살펴보고, 창조경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의 부족으로 인하

거버넌스분야에서의 기능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

여 이미 창조경제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

향을 제시하였다.

존의 자원보다는 신규로 구축될 인프라에 근거한 창조경제 구축
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는 기존에 울산에 구축되고 있는 혁신도시 등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던 공공기관이 울산
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특화된 신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공
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받았던 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산업을 융합하여 협업의 기반
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제조업 전주기적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울산지역 창조경제 비전, 목표 그리고 육성전략을 살펴보면. 창조
경제 프레임워크의 유형Ⅱ인 연관산업군 대상의 창조산업군 육
성을 통한 창조산업 발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산자서비
스산업이라고 하면 그 산업적 범위가 광범위하여 오일허브와 연
계된 금융산업과 물류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군의 집중 육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오일허브가 원유 및 석유제품의 물류거래와 이에
따른 금융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산업의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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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현장실습/인턴십 산업체 및
학생 만족도 조사 분석

| 황진호, 이은규, 김미경 |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종합만족도는 학생 및 기업체 양측 모두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턴십의 경우, 보다 많은 재

5점 척도 기준 4.0을 상회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정적 지원과 직접적인 실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인

으며, 인턴십 참여 학생 및 기업체의 평가가 현장실습보다 다소

턴십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게 나타났다.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은 높은 종합만족도와 전반적 만족

현장실습과 인턴십 내용의 실효성에 속하는 모든 항목의 5점 척

도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도출을

도 평균은 4점대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전 기업문화, 조직분위기 등 직장생

우선, 현장방문지도는 참여 학생과 기업체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

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의 5점 척도 평균은 현장실

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습 참여 학생과 인턴십 참여 학생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그리고 적절한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를 설정할 때 개별 기업체

를 보였다.

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의

또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간도 기업체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우 ‘실습 계획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

정하되, 가능한 학기 중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다. 이때, 기

었다’와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은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업체는 현장실습의 경우 단기간의 ‘계절제’를, 인턴십은 장기간의

에 도움이 되었다’가 3점대 후반의 점수로 나타나 타 항목에 비해

‘학기제’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끝으로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 후 참여 학생의 진로나

인턴십의 경우, ‘지도교수의 현장방문지도는 학생들이 인턴십 내

취업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와 ‘실습과 관련된 학생/기업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편이다’가 3점대 후반의 점수로 나
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실습 기업체는 참여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의할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턴십 참여 학생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84.7%가 1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턴십 참여 학생과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인턴십을
위한 개선사항을 질문한 결과, ‘진로나 취업과의 연계 방안’, ‘체계
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인턴십에 대한 사전 계획 및 준비’
가 많이 응답되었다.
기업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과 인턴십 유형으로는 현장
실습의 경우 ‘계절제’를 인턴십의 경우 비교적 기간이 긴 ‘학기제’
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장실습과 인턴십 운영에
서 학교수업과 병행하기 보다는 주5일 모두를 기업에서 실습하는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01
연구기간 2014. 1. ~ 2014. 2.
발행사항 2014. 2,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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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계획 수립
연구개발 용역

| 정현욱, 이주영, 변일용, 황진호, 김승길, 유영준, 김희종, 권창기 |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문제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고

③ 산악-역사문화-해양-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육성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는 불일치하여 정책의 효과 크지 않다는 지

④ 자동차, 조선 관련 클러스터 구축

적이 있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주민생활체감형 정책, 상생발

⑤ 산림, 녹지, 생활환경 등의 통합적 관리 및 보전

전하는 지역정책을 목표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

⑥ 에너지 관련 클러스터 구축

권 도입하였으며, 균특법을 개정하고(14.1.7) 지역행복생활권 계획
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이상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통해 총 68개의 사업을 분야별

이에, 본 과업은 울산을 중심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이

로 발굴하였으며, 연계협력사업 33개, 시·군 단독사업 35개 사업

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업의 시간적 범

이다. 앞으로 이 사업들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예정

위는 2014년~2018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실제 생활권단
위로 권역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주로 통근통행의 정량적 지표
(통근율, 역통근율, 통근량)와 지리적 연접성 및 기존 연계협력사
업권 등의 정성적 지표를 토대로 생활권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분
석결과, 울산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구성은 경북 경주, 경남 밀양,
경남 양산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러한 울산중추도시생활권을 대상으로 여건을 분석하고, 주민들
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생활권의 비전을 “산업, 역사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협력의 생활권 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해 3개의 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생활권 비전 : 산업, 역사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협력의 생
활권 구현
■ 목표
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
② 풍부한 자연의 기능연계를 통한 생활권 활성화
③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생활권 전체 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
① 생활권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역량 강화
② 울산중추도시권 연계교통체계 구축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02
연구기간 2014. 1. ~ 2014. 9.
발행사항 2014. 9, 261면

연구실적 I 수탁과제

2014년 울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 박혜영, 이영란 |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등 성인지정책

확대를 위해 ‘시립도서관’ 설계에 대한 성인지관점을 반영하고자

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

하였으며 울산 해양경비안전서 신청사 건물에 대해서도 성별영

터는 2012년 6월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향분석평가를 적용하였다.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차별 센터 운영,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 Vision & Mission은 다
음과 같다.
- 1년차(2012년) : 센터 설치, 성인지정책 추진 개시
- 2년차(2013년) : 전문가 확보/컨설턴트 전문성 강화, 집행부의
성인지정책 친화성 증진
- 3년차(2014년) : 성인지정책 추진 대상과제 선정 및 정책개선 주
요 가이드라인 확정, 도시·계획 전반으로의 성
인지정책 확대 및 확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 3년차인 2014년에는 자치법규 297개
과제, 계획 4개 과제, 사업 430과제에 대한 865회의 컨설팅을 지
원하였으며 지방예산의 양성평등한 배분을 위한 성인지예산제도
에 대해서도 249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성인지
예산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수행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정책 추진의 전문성·연계
성 강화를 위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
가서 작성 시기를 조정하고 △ 기준마련 △ 과제선정 △ 부서별
자체협의 △ 부서별 담당자 워크숍 △ 성별영향분석평가완료 △
성인지예산서 작성 완료의 과정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성인지정
책 추진 대상과제 선정 및 정책 개선 주요 가이드라인을 △ 시정
주요 정책 중심 △ 위원회/협의체/주민 참여 정책 중심 △ 시설,
건축물, 주요도시 계획 포괄 등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2013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결과 모니터링
을 시작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기초를 마련하였고 민
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의 도시 계획 전반으로의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03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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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남구)

| 이윤형, 이재호 |

정부는 2006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법정계획으로서 계획수립

백만 원, 시비 25,061백만 원, 구비 17,146백만 원), 2017년 103,066

을 의무화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부 및

백만 원(국비 60,255백만 원, 시비 24,927백만 원, 구비 17,884백만

기초자치단체는 제3기(2015년~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

원), 2018년 96,821백만 원(국비 61,677백만 원, 시비 25,494백만 원,

립하였다.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구비 9,650백만 원)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복지의 전략계획이며 동시에 실행계획으로 실천 가능함을

2016년과 2017년에 특히 소요 예산이 많은 이유는 지역공동체 인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프라 구축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해피투게더타운 조성과 관련하

또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비전

여 2016년 7,000백만 원, 2017년 8,000백만 원이 투입되어야 할

과 지역의 욕구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을 위한 방안과 추

것이기 때문이며 특히, 해피투게더타운 건립, 노인성치매 진단관

진체계, 인력 및 재정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종합적 사회

리시스템 구축, 퇴직자 다시세움센터,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활동

복지계획으로 의미가 있다.

강화 등을 민선 5기의 특징적인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점차 지방화, 지역화 되어왔으며 정부주
도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주체의 주도로, 서비스 공급자의
중심에서 이용자의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고 따라서

■ 비전
- 함께하는 미래복지공동체 남구

지역복지계획도 지역단위의 지역밀착형으로 수립되어 서비스제
공도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시

■ 전략목표

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기초복지환경 조성

본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근거하여 지역의 복지방

-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향을 설정하는 4년 단위의 계획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의 인구구

- 행복한 남구를 위한 행복가정 만들기

조 및 다양한 복지욕구와 새로 출범하는 민선 5기의 의지를 담아
남구의 복지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계획은 ‘함께하는 미래복지공동체 남구’라는 지역복지 비전하

■ 핵심과제
- 지역공동체 인프라 구축

에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기초복지환경 조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행복한 남구를 위한 행복가

- 고용복지환경 조성

정 만들기’라는 3가지 큰 전략목표를 두었다.

-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남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개의 핵심사업(지역공동체 인프

- 지역사회통합사례관리 구축

라 구축,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고용복지 환경조성, 지역복지 공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동체 구축, 지역사회통합사례 관리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 행복한 가정문화 형성

조성, 행복한 가정문화 형성)과 28개 세부사업으로 총 391,961백
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연차별로 보
았을 때 2015년 88,435백만 원(국비 55,634백만 원, 시비 23,080
백만 원, 구비 54,402백만 원), 2016년 103,639백만 원(국비 61,432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04
연구기간 2014. 2. ~ 2014. 9.
발행사항 2014. 9, 178면

연구실적 I 수탁과제

한옥마을조성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 권창기, 이주영, 변일용 |

한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주거형태로 유지관리와

정하고 각 목표에 따라 주거형, 관광형 한옥마을의 유형을 제시하

보전, 계승해 나가야하는 문화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였다.

중앙정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

신규 조성형 한옥마을은 개발가능지 및 기반시설 여건과 주변지

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문화에서

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도출하고 각 후보지를 지형

탈피하여 다양한 주거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웰빙 트

조건, 기반시설, 주변지역과의 조화, 경제성 등의 기준에 따라 평

렌드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추구로 도시생활의 대안으로 전

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제시하였다. 관광형 한옥마을은 고택 및 문

통적이고 독창적인 한국 건축 스타일을 선호하는 계층이 확대되

화재 등 기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체험공간 및 프로그

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이자 친환경 체류휴양공간으로서 한옥의

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원활한 한옥마을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의 다양한 한옥지

이에 국내 한옥 및 한옥마을의 현황과 운영 등 실태조사와 관련

원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후보지 여건에 다라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제도를 검토하고, 울주군 현황의 분석 등을 통하여 울주군 지역

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규 주거형 한옥마을의 자발적 조성과 유도

특성에 부합하는 명소화된 한옥단지의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

를 위하여 한옥진흥조례를 통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구단위

토하는 것이 과업의 목적이다.

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등을 통하여 직접개발이 아닌 한옥마을 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는 울산광역시에

성유도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 은퇴가구의 주택수요를 반영하고 관광자원 및 숙박기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내 특화된 정주공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
하여 울주군 지역에 한옥마을 기본구상 및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또한 한옥마을의 활성화와 한옥마을내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구상과 개별 건축물의 자율적 입지를 유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안 및 지원전략 등 제도적 기반인 한옥
진흥조례를 제시하였다.
입지여건 및 자연·인문환경의 조사와 사례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울주군 지역의 현황과 입지여건을 분석하고 한옥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개발모델을 제시하였다. 한옥마을 입지
후보지를 도출하고 후보지를 평가하여 한옥바을 유형별 대안을
선정하여 한옥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유형별 한옥마을의 사업화방안과 투자계획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시하고 한옥마을 활성화와 관리를 위하여 한옥지원조례(안)을
제안하였다.
한옥마을 개발목표는 주거다양성확보, 울주군 내 기존 한옥건축
물의 전통문화계승, 최근 관광경향에 부합하는관광기반확충으로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05
연구기간 2014. 2.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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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 이재호, 이은규, 이경우, 이윤형, 강영훈 |

2014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는 울산광역시 기초시설공단(남구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

시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2013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

계산한다.

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구도시공단의 경우, 리더십/전략 부문에서

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는 울산광역시 1개의 다른 시설공단에 비하여 비슷한 평점을 받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

았고, 경영효율화 부문에서는 주요사업활동이 비교적 높게 나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났고 경영성과부분에서 주요사업성과 및 경영효율성과 모두 전

경영평가지표는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년 대비 상승폭으로 나타났다.

있도록 『계획-집행-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정 및 정책준수를 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리더십/전략 부문에서는 울산광역

함하여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정책준수』라는 4개

시 1개의 다른 시설공단에 비하여 비슷한 평점을 받았고, 경영효

대분류 지표로 구성하고 중분류지표는 대분류지표 내 유사평가

율화 및 주요사업활동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높은 평점을

영역으로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화,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

받았으며 경영성과부분 가운데 특히 주요사업활동 부분의 성과

과, 경영효율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성과로 구성리더십, 전략 등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두 8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부지표는 공통지표와 공기업별 특성지표, 정부정책준수
지표로 구성하는데 경영층 리더십, 고객 및 윤리경영,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사관리, 재무관리, 고객만족
도와 같은 공통지표를 포함하여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 경
영효율성과와 같은 특성지표와 정책준수 사항 등을 종합하여 세
부적으로 평가한다.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지표별 추진실
적이 각 단계별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가를 토대로 평
가하게 되는데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
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
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
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
를 적용하는 기준을 따르게 된다.
정량지표는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목표 부여 방식
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06
연구기간 2014. 2. ~ 2014. 7.
발행사항 2014. 7, 316면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학술용역
(중구)

| 이윤형, 이재호 |

정부는 2006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법정계획으로서 계획수립

구비 8,051백만 원), 2016년 55,810백만 원(국비 35,057백만 원, 시

을 의무화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부 및

비 12,949백만 원, 구비 7,804백만 원), 2017년 56,346백만 원(국비

기초자치단체는 제3기(2015년~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

35,193백만 원, 시비 13,111백만 원, 구비 8,042백만 원), 2018년

립하였다.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55,838백만 원(국비 35,338백만 원, 시비 13,245백만 원, 구비 7,255

사회복지의 전략계획이며 동시에 실행계획으로 실천 가능함을

백만 원)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역사회

특히, 혁신도시건설과 맞물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도심형 실버

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비전과 지역의 욕구에 따른 우선순위를

타운 조성, 장애인체육관 건립, 복지정보안내 활성화 등을 특징적

정해서 실천을 위한 방안과 추진체계, 인력 및 재정계획 등을 포

인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함하는 지역사회의 종합적 사회복지계획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점차 지방화, 지역화 되어왔으며 정부주
도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주체의 주도로, 서비스 공급자의

■ 비전
- 희망과 감동이 함께하는 복지 중구

중심에서 이용자의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고 따라서
지역복지계획도 지역단위의 지역밀착형으로 수립되어 서비스제

■ 전략목표

공도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시

-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기초복지환경 조성

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지역복지환경 조성

본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3에 근거하여 지역의 복지

- 가족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창출

방향을 설정하는 4년 단위의 계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 인구구
조 및 다양한 복지욕구와 새로 출범하는 민선 5기의 의지를 담아

■ 핵심과제

중구의 복지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역공동체 인프라 구축

본 계획은 ‘희망과 감동이 함께하는 복지 중구’라는 지역복지 비

-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전하에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기초복지환경 조성’, ‘복지사각지대

-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환경 조성’, ‘가족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족

-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지원

문화 창출’이라는 3가지 큰 전략목표를 두었다.

-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또한, 중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개의 핵심분류사업(지역공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동체 인프라 구축,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

- 미래세대의 건강성장 지원

축,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복지 네

- 가족이 행복한 지역 구축

트워크 구축, 미래세대의 건강 성장 지원, 가족이 행복한 지역 구
축)과 30개 세부사업으로 총 237,745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한 것으로 추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도심형 실버타운 조성, 경
로당 및 경로식당 증설 사업예산 제외된 비용)되었으며 연차별로
는 2015년 69,751백만 원(국비 39,611백만 원, 시비 22,089백만 원,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07
연구기간 2014. 2. ~ 2014. 9.
발행사항 2014. 9,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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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3년 이행평가

| 이상현, 김희종, 김석택 |

환경부는「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조사하고 부하량을 산정한다.

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오

2013년 기준 울산광역시 밀양A 유역의 T-P 배출부하량은 2013년

염물질 총량관리 계획수립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에서도

연차별 할당부하량과 비교해 본 결과 점 할당부하량은 준수하였

“낙동강수계법”과 “기본계획” 및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

고 비점 할당부하량은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침」규정에 따라 2010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밀양A, 밀양B 유

2013년 울산광역시 밀양B 단위유역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서

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설정한 2013년 할당부하량을 기준으로 BOD, T-P 모두 점 배출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

하량은 초과하였고 비점 배출부하량은 준수하였다.

원등에관한법률」과「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규정에

향후 과제 수행시 밀양B 유역에는 BOD와 T-P 모두 점 배출부하

의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이행평

량이 초과되어 간이상수도의 계량기를 이용한 물사용량 실측조

가를 수행해야 한다.

사 등으로 미처리구역 오염원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과업의 목적은 2010년도에 수립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그래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때에는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범위

밀양A, B유역의 시행계획에서 전망한 자료(2013년)를 2013년의 실

내에서 점‧비점 및 오염원 그룹 간 할당부하량 조정을 검토하여

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개발실적, 할당부하량, 삭감실적 등과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비교·분석함으로써 시행계획에서 정한 허용치 준수여부를 평가
하고 전망한 부하량을 초과시에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낙동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2002.10.25)’의 밀양A와 밀양B 단위유역 중 울산광역시 해
당지역인 밀양A01(소호리)과 밀양B02(이천리) 소유역 전체가 해
당되며, 오염총량관리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이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의 말단지점과 시/
군 경계지점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
2011~2013년 말단지점에서의 평가수질은 밀양A 단위유역은 TP의 평가수질이 0.033㎎/L으로 목표수질 0.031㎎/L과 비교하여
초과하였고 밀양B 단위유역의 BOD 평가수질이 1.9㎎/L으로 목표
수질 2.5㎎/L와 비교하여 준수하였고 T-P 평가수질이 0.063㎎/L
으로 목표수질 0.074㎎/L와 비교하여 준수하였다.
시군경계지점인 울주군/양산시와 울주군/경주시의 수질은 모두
목표수질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원은 배출원별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및
매립계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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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수탁과제

사라져가는 옛날이야기 작성 용역
(울주의 옛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

| 김석택, 이경희, 김영주 |

울주군은 지형적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풍부한 문화유산, 그
리고 선인들의 애환과 삶이 닮겨 있는 계곡, 바위, 나무, 금석문,
지명, 지역 등에 얽혀있는 특이한 소재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
은 지역이다. 그러나 변화의 시대에서 산업화로 인해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 계층이 많이 사라져가는 현실태를 감
안하면 시급한 보존이 요구되는 실정이고, 이들의 자료는 독자적
인 문화 보존 및 내용 창출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최근 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동승하여 사라져가
는 옛날이야기를 정리하고 보존하여 울주군민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 스토리텔링화하며 나아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화하여 울주
군민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울주군 12개 읍·면지에 있는 옛날이야기를 중
심으로 민담, 전설, 설화 등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화하였다. 또
한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역사 문헌자료도 함께 분석하여 이야기
를 풍성하게 하였다.
글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구성하되 너무 가공된 이야기
는 지양하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야기
와 얽힌 사진 및 삽화 등을 통해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하하호호 웃고 싶은 울주 옛이야기, 구석구석 찾고 싶은 울주 옛
이야기, 두고 두고 읽고 싶은 울주 옛이야기 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울주의 숨겨진 힘. 할아버지 할머니가 풀어놓은 울주 옛이야기 보
따리와 살맛나게 하는 울주 옛이야기를 통해 어릴 적 할아버지 할
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들었던 옛날이야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로 시작하던 그 이야기들이 인생의 따듯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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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 이윤형, 이재호, 김상우, 박혜영, 강영훈 |

정부는 2006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법정계획으로서 계획수립

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는 신규 사업은 이 중 약 8.98%에 이를 것

을 의무화하였고 울산광역시 중구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부 및

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민선 6기와 출범과 함께 노인복지관 건

기초자치단체는 제3기(2015년~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

립, 고령자 맞춤형 지원기관 설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퇴직자

립하였다.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프로젝트 등을 특징적인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의 전략계획이며 동시에 실행계획으로 실천 가능함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비전과 지역의 욕구에 따른 우선순위를

■ 비전
-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행복도시 울산 구현

정해서 실천을 위한 방안과 추진체계, 인력 및 재정계획 등을 포
함하는 지역사회의 종합적 사회복지계획으로 의미가 있다.

■ 전략목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점차 지방화, 지역화 되어왔으며 정부주

- 시민중심의 체감적 복지도시 구축

도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주체의 주도로, 서비스 공급자의

-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구축

중심에서 이용자의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고 따라서
지역복지계획도 지역단위의 지역밀착형으로 수립되어 서비스제

■ 핵심과제

공도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시

-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

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사회참여 활성화로 제2의 인생지원

본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근거하여 지역의 복지방

- 꿈이 있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

향을 설정하는 4년 단위의 계획으로 울산광역시의 인구구조 및

-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

다양한 복지욕구와 새로 출범하는 민선 6기의 의지를 담아 울산
의 복지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계획은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행복도시 울산 구현’이라는
지역복지 비전하에 ‘시민중심의 체감적 복지도시 구축’,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구축’이라는 2가지 큰 전략목표를 두었다.
울산광역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중심의 체감적 복지도
시 구축 전략 아래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 사회참
여활성화로 제2의 인생지원이라는 핵심과제를 도출하였고 가족
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구축이라는 전략 아래 꿈이 있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 사회통합으로 살기 좋은 울산만들기라는 핵심과
제를 도출하여 18개 신규 사업에 총 237,683백만원의 예산이 필
요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울산광역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분야 복지비는 총
2,644,250백만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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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수탁과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책지표 연구

| 이영란, 박혜영, 정 승 |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느끼는

기 대회, 걷기 명상 등 마음 치유 및 정적 활동 마련 △ 친구와 함

‘삶의 만족도’는 60.3점(100점 만점)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께하는 프로그램 등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의 접근성 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결핍지수’에서도 최하위에 위치

등이 요구된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청소년을 위해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해체 등 청소년

체계 마련(시민, 기업 서포터즈단 구성) 청소년 강사단 발굴(청소

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청소년의 삶의 질과 건

년이 시민, 청소년, 아동에게 재능공유, 자원봉사 등) △ 청소년 기

강한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단 활용, 파워블로거 발굴(지역사회, 청소년간 소통과 정보전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건강한 성장환경 확보를 위

의 통로 마련)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 전시, 창작활동에 청소

해 교육, 복지, 고용, 여가문화, 보호, 주택, 가족 형성 등 청소년 삶

년 참여 활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청

마지막으로 놀 공간, 휴식할 공간, 만날 공간이 필요한 청소년을

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위해 △ 구·군별 놀이터 조성 △ 주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에 청

한다.

소년 공간 마련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역사
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현재 청소년
의 삶의 모습, 정책적 욕구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들 특히 지역사회와 환경을 중심으로 울산광역시 청소년 삶의 질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 국가 및 지역 통계 △ 울산광역
시 청소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사람, 경험, 통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
베이비부머, 은퇴자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멘토링단 발굴 및 지원
△ 토크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삶에 대한 경험의 장
마련 △ 새로운 동아리 제안 공모전 등 청소년활동의 다양성 확
보 △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아버지와 함께 하는 체험
활동 마련 △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간의 정보교류 및
전달체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을 위해 지역 내 사회스포츠 클
럽, 동아리와 연계한 △ 우리동네 예체능단 발굴 △ 성교육, 음주
및 흡연 예방 교육, 유해매체 관련 교육의 실효성 제고 △ 멍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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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근로자 생활상 조사연구
학술연구 용역

| 김석택, 이경희, 김영주, 원영미(외부) |

울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쟁수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일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군인 석유화학 산업분야 근로자들의 생활

본인에 의해 도시계획이 시도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

상 조사를 통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

며, 1960년대 공업도시로 지정되면서 ‘공업도시’, ‘산업도시’로서

이며, 향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산업분야 근로자들의

급성장하면서 한국경제의 주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왔다.

생활상 비교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국가기간산업의 주역으로서 근로자들이 울산 공

또한, 울산석유화학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서 및 사진 자료를 수집

단에서 노동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일상은 생산현장의 노동

하고, 인터뷰 대상자가 근무했던 기업을 중심으로 간략한 기업의

생활에서 퇴근 후 여가 생활로 이어졌으며, 그들이 경험한 구체적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인 일상은 울산의 외형적 변화와 울산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고
스란히 담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이 또 다른 울산의 현대사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울산 근로자들의 생활상 조사는 울산의 현대사
연구 작업이기도 하다.
산업화 초기 노동현장에 뛰어든 근로자들은 이미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며, 노동현장과 삶의 현장에서의 기억은 울산의 외형
적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그들의 기억을 기록으
로 남기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본 연구는 ‘울산 근로자 생활상 조사 연구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조사 연구 사업으로 울산 남구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공단에서
노동 생활을 경험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석유화학계열 노
동현장을 기업별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자(구술대상자)를 선정하
고, 이곳에서 노동 생활을 경험한 1·2세대 근로자들의 노동세계와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생활상을 심층 조사 연구를 하고자 한다. 단
그들의 노동세계와 생활세계는 노동현장에 뛰어들기 이전의 경
험, 그리고 퇴직 이후의 경험과 결코 무관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성장과정과 퇴직 이후의 일상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취업동기, 근무형태, 직무만족도, 산업재해 등의 노동
세계 뿐만 아니라 가족 및 형제 관계, 여가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술 인터뷰는 한 회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음성녹음과 병행
하고, 녹음된 구술 자료는 녹취문으로 작성한다. 또한 구술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노동경험과 생활경험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상 복원을 위한 방물자료를 수집한다.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15
연구기간 2014. 4. ~ 2014. 10.
발행사항 2014. 10, 184면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지역보건의료 발전방안 연구용역

| 이재호, 이경우, 이윤형 |

본 연구는 지역민의 건강 수준과 보건체계 등 지역사회 현황에 대

예산에 반영하기가 제한적인 것 등이다.

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제6기(2015년∼2018년) 울산광역

이에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한 건강환경 구축으로 시민의

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보건의료분

“건강수명 연장”하고 계층간의 “건강격차 해소”에 목적을 두고

야에 대한 일관성 및 적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품격있고 따뜻한 건강도시 울

석과 추진방향 설계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산」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

및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

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 지역보건기관 지원

건의료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비라는 추진계획을 담고 상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새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

활실천 확산’, ‘예방중심 건강관리’, ‘건강 환경 조성’, ‘균형적인 영

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환경을 분석,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물리

양관리’라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4가지의 목

적 여건 변화,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기회와 위협으로 분류하여

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인프라를 확충

전략을 구상하였다.

하고 사업체계를 효율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울산광역시가 지닌 강점 요인으로는 재정 건전성 및 안정적인 재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 향상, 감염병 예방 강화로

정 자립도, 창조 및 품격도시 만들기 위한 복지·문화 등 삶의 질

건강안전망 확보, 건강검진 및 질병관리로 삶의 질 향상, 건강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관심 증가, 의료관련단체인 의사회·약사회

시 조성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격차 해소, 취약계층 의료지원

및 교육청,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예방보건 사업에 대한 건강관심

으로 건강형평성 제고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약점으로는 울산광역시 보건정책 및

료 서비스를 실행하고 지역사회자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

수행 중인 보건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역보건의료자원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협력 연계망을

사업별 보건 전문 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본 보고서에 담았다.

기회요인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강검진율이 전국 최고 수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욕구 증가, 생활환경 개선정책의 증가 및
건강증진 관련 환경 조성붐, 건강증진사업 관련 대시민 홍보 활성
화, 건강정보전달 체계의 다양화, 보건 문제 및 식품 안전 관련 요
구도 증가, 과거 치료위주의 보건정책에서 건강관리 사전예방, 행
복추구로 의식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위협요인으로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추세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
령층에 대한 부양부담 증가, 지속적인 만성질환 및 질병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국·공립 병원, 제3차 의료기관, 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환자 유출, 중앙정
부에 의한 보건사업의 결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개별사업보다는
중앙사업과의 연계가 주된 업무가 됨으로 지자체의 개별사업을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16
연구기간 2014. 5.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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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박혜영, 이영란, 정승, 황진호 |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력수급의 정체 문제와 함께 다

용의 어려움 △ 학부모 인식 부족 및 학교 환경에 따른 초등돌봄

양한 일자리와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여성

교사 업무 과중이었다. 재취업 및 근로문화 모니터링 결과로는 △

인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인적자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서비스의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신규 프

의 개발과 함께 여성이 갖는 사회적‧생물학적 특징으로 인한 활

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에 대한 지원 마련 △ 직종별 수요 조사

동 인재의 유지는 21세기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한

에 따른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

금 및 처우 개선 △ 반찬지원, 보육지원 등 구직여성들의 현실에

회는 사회적 담론, 제도의 마련으로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많은

맞는 서비스 지원 확대 △ 유연근무제 여성들의 임금, 대우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원 고용

되어 실제로 정책대상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며, 정책이 의도하는

개선으로 새일센터 전문성 제고 △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파악이 필요한 시점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으로 본 사업은 정책의 집행 현황 점검과 함께 실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제도 실효성
을 제고해나가고자 하였다.
정책현장 모니터링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주제
를 고려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다. 모니
터링은 △ 사전조사 △ 현장모니터링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으
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료 및 지역 현
황 자료 수집·분석을 통하여 정책모니터링 대상·범위·방법 등을
설정하여 현장관계자 심층인터뷰(FGI),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
렴을 거쳐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도별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서는 △ 출산·육아휴직 및 단축근무로 인한 업무상 공
백과 동료의 부담 △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남성 육아휴직 사
용에 대한 인식 개선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제
도 낮은 인지도 △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양성 및 훈련프로
그램의 부재 등이다. 보육 및 돌봄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부족 △ 소득수준에 따른 대
상자 한정, 예산운영의 조기마감, 돌보미 인력부족에 따른 아이돌
보미 이용의 어려움 △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출퇴근시간), 방
학기간 운영(시간, 점심식사 등), 저학년위주의 운영 등에 따른 이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17
연구기간 2014. 5. ~ 2014. 11.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용역

| 이상현, 김희종, 윤영배, 김석택 |

본 연구는 세계최초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 저탄소 시민생활 문화 확산

녹색기술과 R&D,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과 발전, 녹색국토, 도시,

- 도시교통의 안전·녹색화 추진

건물, 교통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저탄소

- 취약계층 기후복지 인프라 구축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제2차 녹색성장 5

- 자연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

개년 계획 수립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울산의 녹색성장 추진계
획 수립이 필요하였다.

특히, 세부추진사업에 있어서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

본 계획의 목적은 중앙정부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성을 확보

수립,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회야댐 수질개선사업, 울

하고 동시에 울산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울산녹색성장 추

산수소타운 운영 확대 추진,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 신재

진사업과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산업단지 스마트그리드 모델도시 구축,

먼저 2009~2013년까지 수행된 1차 녹색성장계획에 대하여 사업

저탄소 생활실천 네트워크 및 홍보활동 강화, 대중교통 이용활성

추진과 지표 이행률 등으로 평가하고 중앙계획과 지방계획, 각 부

화, 저소득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울산 U-City 통합관리센터 구

서의 추진계획 그리고 민선6기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2

축 등 44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차 녹색성장계획 이행을 위해‘저탄소 녹색성장의 창조도시 구현’

또한, 지표관리를 통한 정책 추진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공원조성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44개의 세부추

면적, 울산광역시 2020년BAU 대기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에너

진사업을 계획하였다.

지 보급률,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기후
변화 취약계층 점검,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등 핵심지표를 설정

■ 비전
- 저탄소 녹색성장의 창조도시 구현

하여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행계획을 점검 수정해 나가야한다.

■ 3대전략
- 기후변화 친화형 창조도시 울산
- 녹색성장 창조경제 선도도시 울산
- 녹색생활과 안전도시 울산
■ 10대 정책방향
- 기후친화적 저탄소 도시관리기반 구축
-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 기후친화형 수자원 관리 정책 추진
- 녹색 창조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 울산형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사업 추진
- 산업단지 스마트 에너지사업 추진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19
연구기간 2014. 7.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170면

123

124
2014 UDI Annual Report

노후산업단지 혁신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 이주영, 변일용 |

본 연구은 산업통산자원부 2014년 하반기 혁신산업단지 선정계

2014년 혁신산업단지에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조정과 노

획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노후산업단지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

후산단의 재구조화 및 재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15년 혁신

지가 사업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공모사업의 신청을 통한 국가산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업단지의 재정비를 위한 연구이다. 공간적 범위는 울산·미포국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목표연도는 향후 10년간의 장기
계획이다. 내용적으로는 산업단지의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발전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산업단지 공간의 재편과
투자촉진방안, 연구혁신역량강화방안,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방안
을 제시하여 세부 사업을 도출하였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
단지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발달하였으
며, 미래형자동차, 해양플랜트, 정밀화학, 에너지 산업 등 현재 주
력산업과 연계된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점 산업단지
이다.
산업단지 혁신의 필요성은 울산지역 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한 산업단지를 구축하며, 국제적위상을 강화하여
산업도시 울산의 도시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안전한 글로벌 창조융합 생태산단조성이라는 산업단지 혁신목표
하에 세부전략은 안전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형 생태
산업단지 정착, 복합기능 산업단지 확립, 국제적 위상 강화, 쾌적
하고 편리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공간재편 및 투자촉진 전략하에는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확충, 융복합집적지 조성, 특화된 산업단지 이미
지 형성, 투자촉진방안을 제시하였고, 연구혁신역량강화 전략하
에는 연구인력공급확대, 입주기업 비즈니스 활동지원, 산학연
R&D 클러스터 협력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근로정주환
경개선 전략하에는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과 정주환경 개선방
안마련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략하에 24개의 세부사업
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는 전
담부서와 울산미포간업단지의 기업협의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과제구분 수탁과제 2014-21
연구기간 2014. 10. ~ 2014. 11.

연구실적
협약과제
협약과제는 발주처와 보조금
지원 협약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2013년도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권역별 통합지원사업 126 ● 울산의 인물자료집 127 ● 2013년도 마을기업 설립 및 판로지원
사업 128 ● 지자체와 연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지원 및 교육부문 공모사업 129 ● 2014 문화관광해설사 신
규양성 및 보수교육 130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관리사업 131 ● 제2차 울산광역시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132 ● 울
산-장춘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공동발전 심포지엄 133 ● 2014년 울산여성포럼 운영 134 ● 2014 울산기후변화포럼 운영
135 ● 울산 태화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136 ● 2014년 울산안전포럼 운영 137 ● 2014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138 ● 2014년 울산교통포럼 운영 139 ● 2014년도 울산광역시 1권역 자연환경조사 140 ● 태화강 비점오염원 조사 및 저감시
설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141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울산관내 저수지 활용방안 연구 142 ● 제8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
학생모형 F1 자동차 제작경주대회 143 ● 울산 청년고용 실태 및 촉진방안 연구 144 ● 2014 울산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145
● 2014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연수교육 사업 146 ● 울산 중장년층 전문인력기관 DB구축 및 재취업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
147 ● 2014년 산학연관협의회 자료조사 지원사업 연구계획서 148 ● 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성 분석 및 안전
관리마스터플랜 수립 149 ● 동해안 발전포럼 150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심포지엄 개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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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권역별
통합지원사업

| 이경우, 황진호, 김상우, 박가령 |

우리사회는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세계

또한, 마을기업이 지닌 마을 및 지역에서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화와 국제외환 위기를 겪으며 외적ㆍ내적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마을의 사랑방 역할, 현물 및 재능나

였다.

눔 형태의 지역환원 등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문

울산발전연구원 마을기업지원단은 좀 더 체계적인 공동체 발굴

제점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 양극화 현

및 육성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로 실제 마을기업 사업을 준비 할

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수 있는 공동체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정책 제언하여 2013년 하반

주류경제인 대자본의 과도한 기업 이윤 추구와 공정한 시장경제

기 설립 전 교육을 개설하도록 조력하기도 하였다.

의 여러 문제점 등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발전에 장
애를 가져 오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해 오기도 했다.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국가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순기능적인 이전의 산업
국가 고속성장 시대에서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성, 환경에 대
한 영향에 민감한 저성장 시대로 세분화 되고 있다.
더 작은 정부, 작은 지역, 작은 기업, 작은 공동체가 큰 힘을 발휘
하며 다양한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
전을 할 수 있도록 현대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2010년 10월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이러한 다양한 환
경변화 및 지역에산재한 여러 문제 해결을 주민들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주민 밀착형 행정지원 및 마
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전 방위적인 조력으로 안정된 공동체 형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창출을 이끌어 내도록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민들과 함
께 성장하는 지역주민 경제공동체 사업인 마을기업을 지역 특성
에 맞게 발굴 및 육성해 왔고, 울산발전연구원 마을기업지원단은
주민들이 풀어 갈 수 있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안정된 공동체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중간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에 대한 사례공유 및 행정과 민
간 사이의 효과적인 성과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며 사
업단체들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울산의 5개 구‧군 마을기업들은 각기 다른 특성의 공동체에 기반
하여 다양한 사업 품목으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판매망
을 갖추어 가려고 노력 중이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3-02
연구기간 2013. 2. ~ 2014. 1.
발행사항 2014. 1, 120면

연구실적 I 협약과제

울산의 인물자료집

| 김석택, 이경희, 김영주, 이창업(외부) |

울산 定名 600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의 인물’에 대한 체
계적인 자료 조사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울산
의 인물은 울산출신 인물, 울산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인물 및 근·현대 인물
에 대한 공적(활동상)조사를 시작으로 수집된 자료를 목록화하여
각종 인물 관련 사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물선정 기준은 첫째, 울산 定名 600年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3
년 10월 15일 이전 사망자. 둘째, 울산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한 인
물 중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울산에서
출생하고 울산에서 활동한 사람, 울산 출생이지만 타지에서 활동
한 사람, 타지 출생이지만 울산에서 활동한 사람, 타지 출생이지
만 울산 발전에 공헌한 사람 모두 포함한다. 셋째, 활동사실의 진
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로 동명이인, 활동지역
중복, 역대 수령, 임란 공신의 경우 특히 유의하고, 문헌자료가 빈
약한 시기는 객관적 사실 복원이 어려움으로 사학사적인 접근, 여
러 이견(異見) 근거 제시하였다. 넷째, 친일행적이나 월북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도 활동과 업적 중심으로 선
정하되, 단, 논란이 되는 행위는 사실에 기초하여 분명하게 밝힌
후 선정하였다.
인물 조사와 관련하여 문헌조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인물선
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구했다. 또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최종 자료집은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급
적 한문을 지양하고 한글 위주의 쉬운 문체로 작성하여 교양서 수
준의 사전형식으로 발간하였다.
관련 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 목록화 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함으
로써 현재 울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역의 선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울산사람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
취시키고자 하였다. 인물을 통한 ‘울산의 정신 찾기 운동’을 통해
현시점에서 울산의 미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3-15
연구기간 2013. 7. ~ 2014. 10.
발행사항 2014. 10,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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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마을기업 설립 및
판로지원 사업

| 이경우, 이재호, 권태목, 박가령 |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2010년 10월부터 추진하면서

울산의 각 마을기업 형태와 공동체의 역량, 제품의 특색에 맞는

양적으로는 전국 1천여 개사가 넘는 성장을 하였다.

장기적 안목의 판로로드맵을 구상 및 제안하여 진행함과 동시에

사업아이템 및 유형도 다양해서 내용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루

각 구‧군 지역축제 및 행사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마

었다고 본다.

을기업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였다.

울산시에서도 2010년 10월 5개사에서 2013년말 기준 24개사까지

또한, 전국적인 판로로 확대하기 위하여 롯데백화점 전국 순회 행

숫자적으로나 사업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성장을 하였다.

사에 참여, 울산마을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ktx 울

이렇게 전국적‧지역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들의 경영난

산역사 및 다양한 기관 등에 단체 납품을 위한 지원을 하여 성과

을 낙관 할 수만은 없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마을기업들도 숫자

와 후속적인 판로지원에 효과적인 지원이 되었다.

대비 속속 드러나는 게 현실이다.

2013년도 마을기업 설립 및 판로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사업화 하여 이

업 제품 홍보관 및 상시적인 상담창구 운영을 제안하는 바이다.

윤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안전한

또한, 마을기업협의회가 회원사 제품 판로에 적극적인 중심 역할

지역공동체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고 반드시 그리

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행정기관, 지원기관 등이 홍보관을 중

되어야 하겠지만, 사업성과는 더디고 여전히 공들여 노력하여야

심으로 활동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하는 단계다.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힘은 되지만 사업초기부터 경영
정상화까지 내부의 의견조율이나 공동체의 역량, 결속력 등은 사
업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양면성 때문에 각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역량은
NPO 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업으로 전환
하여 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사업마인드가 강한 공동체의 경우 각 회원들 간의 사업에 대한 의
견조율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 및 지역의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을 위한 공동체 보
다는 일반시민들에게 마을기업사업 자체를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공동체일자리창출 사업에 기회의 문을 넓히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반사적인 효과로 기존 마을기업
및 제품에 대한 홍보까지 이중마케팅으로 이루어진다.
시민들에게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24시간 과정을 무료로 진행하
여 사업홍보 및 참여의 기회를 넓히며, 각자 거주지 마을기업들을
이해하고 제품까지 사용하는 참여와 소비 형태의 지원사업을 진
행하였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3-18
연구기간 2013. 7. ~ 2014. 1.
발행사항 2014. 1, 610면

연구실적 I 협약과제

지자체와 연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지원 및
교육부문 공모사업
| 이상현, 김희종, 윤영배 |

울산국가산업단지 내 총 1,176개소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나 2011

이유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는 응

년도 울산시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해 관리되는 대상 업체는 152

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로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한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 교육사업의

내 다수의 업체들은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문에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업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목표관리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첫째,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

는 지역내 기업체들에 대한 교육 주제별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이에 본 교육 사업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 기

한다. 둘째, 바쁜 업무로 교육에 참가할 시간조차 내기 어려운 사

업은 아니지만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큰

람의 위해서 직접 현장(기업체)을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

기업을 중점적으로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형태도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교육프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활동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교육사업을 대상 기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 및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부

업의 자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본 교육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울산

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현재 산업계만을 대상으로 진행

산업단지 소재 대·중·소기업 중 목표관리제 적용 비대상 업체의

되는 교육사업을 초·중·고, 대학교 및 일반시민까지 확대해 나갈

재직근로자,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리 및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이

필요가 있다.

행하고자 하는 기업담당자, 환경컨설팅 및 환경산업체를 영위하
는 산업체 담당자,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공무
원, 시민단체, 언론사 등으로 하였다.
본 교육사업은 약 220명의 근로자, 시민단체, 언론사, 관련 공무
원 등을 대상으로 네차례에 걸친 9회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제
1차 교육에서는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성과 및 평가’와
‘울산광역시 지역에너지 현황’이란 주제로 진행되었고, 제2차 교
육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기술’ 그리고 ‘산업단지의 기후변
화 대응 및 녹색 지속성장을 위한 EIP구축사업 소개’란 주제를 진
행되었다. 또한 제3차 교육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울산광역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성과 및 평가’를, 제4차 교육에서는 ‘폐기물
에너지의 자원활용 사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례’, ‘기후변
화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주요 교육 주제로 다루었다.
본 교육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2차와 제4차의 수
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수강
생의 84.1%가 전반적으로 특강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하였고, 만족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3-21
연구기간 2013. 12. ~ 2014. 5.
발행사항 2014. 5,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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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 유영준, 김석택,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김상우 |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날

또한 대왕암공원·박상진 의사 생가·반구대 암각화·서생포 왜성·시

로 늘어나고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 양성을 통한 고품질

청 홍보관·암각화 박물관·옹기박물관·외솔기념관·천전리 각석 및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울산을 찾는 외국인

치산서원 등 해설사들이 활동하는 현장 10곳에서 문화관광해설

관광객에게 맞춤형 외국어 해설이 가능한 해설사를 준비하는 것

사들의 해설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현장에서 설문조사

도 시급하다.

로 실시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

아울러 기존에 양성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

펴보았고, 그 결과는 해설사들에게도 환류 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설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기술 및 해설 담당지역

필요한 해설 내용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에 대한 해설 스토리 기획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궁
극적으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와 흥미를 유
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입하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총 100시간의 이론교육과 3개월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면 울산광역시장으
로부터 해설사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울산의 자연·역사·관광·건
축 등 울산에 관한 일반 현황과 해설기법·수화해설·응급상황별 대
응요령·이미지 메이킹 등 해설사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며, 과목별로 평가도 실시하였다.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는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와 합동 근무를 통
해 해설사로서의 직무 수행과정, 시나리오 작성 기법, 해설 및 대
관광객 자세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전문가들에
의해 현장에서 신규 해설사들이 작성한 시나리오와 시나리오에
따른 해설 능력 평가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영어 3명, 한국어 10명 등 13명의 신규 문화관광해
설사를 배출하여 7월 1일부터 현장에서 기존 문화관광해설사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보수교육을 위해 울산과 타 지역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1일차 울산의 해안 및 산악지형, 태화루, 2일
차 태화강와 울산의 도심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서비스 자세, 3일
차 외솔의 업적, 울산의 방언, 울산의 관광과 산업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01
연구기간 2014. 1. ~ 2014. 8.
발행사항 2014. 8, 571면(별책 286, 50면)

연구실적 I 협약과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관리사업

| 이윤형, 김지윤, 조선행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척도에

획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한 사업관

‘제공자의 전문성’이 4.14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는 4.12점, ‘서비스 내용’이 4.08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는 지역사회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대상 9개 사업, 노인·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2개 사업, 노인대상 3개 사업, 장애인대상 2개 사업, 가족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인지여부에 대해 조사한

성인 2개 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구에 23개

결과, ‘들어본 적 있다’ 60.9%, ‘모른다’ 26.6%, ‘알고 있다’ 9.1%, ‘이

소, 남구에 72개소, 동구 8개소, 북구 18개소, 울주군에 13개소, 총

용해봤다’ 3.4%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인지경

134개 제공기관이 등록하여 약 523여 명의 제공인력이 지역사회

로를 알아본 결과 ‘가족·친구·이웃 등 지인’이 36.3%, 'TV' 20.7%,

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15.6%, ‘인터넷’ 11.9%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에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기존 사업에 진행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

더불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7회 실시하였다. 134개 제공기관과

수 있도록 지역주민자체센터의 담당 직원 교육과 사업 홍보활동

10회의 간담회, 사업 관련 공무원 간담회 12회를 실시하여 기준정

을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에

보 정비 및 사업 내실화를 구축하였고, 상·하반기 시·구·군 담당공

중점을 둘 예정이다.

무원들과 함께 울산 전체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현장점검
을 실시하며 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였다.
또한, 부진사업이나 신규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
고, 신규기관 및 서비스별 매뉴얼 발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지원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울산 현황을 알기 위해 18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 35개소, 제공인력 140명, 이용자 680
명, 시민 350명을 대상으로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28.3%, ‘홍보를 통한 인식확
산’ 21.0%, ‘현황분석 및 정보제공’ 20.3%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만족도에 있어서 5점 척도에 ‘공평한 대우’ 3.97점, ‘직장근속유지’
3.86점, ‘직무 만족’ 3.81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인지경로를 알아본
결과 ‘주위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40.3%,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
보를 통해서’ 26.8%, ‘복지기관을 통해서’ 17.6%, ‘인터넷 검색을 통
해서’ 6.5%, ‘시/군/구 및 동 공무원을 통해서’ 4.9%로 응답하였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02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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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울산광역시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 황진호, 김상우, 김승길, 김희종, 이윤형, 이은규, 이주영, 정현욱 |

울산광역시는 발전 비전으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고 시민의 삶

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활용,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고부가

이 풍요롭고(豊) 조화로운(和) 품격(格) 높은 창조도시 구현을 제

가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초중고교

산업도시’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도시’라는 목표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설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① 균형 있는 도시기반

의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

확충, ② 창의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③ 창의인재 양

기 위하여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특성화고‧마이

성 및 문화 인프라 확충, ④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

스터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지

⑤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역차원의 체계적 평생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였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에서는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

울산광역시는 지역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를 확충하고, 모든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있도록 시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저탄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등의 5대 분야 19개 실천과제

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자연생태도시 구축을 위해 태화

에 총 19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야별 주요 추진과

강 생태하천 및 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실시하며 도심 소하

제는 다음과 같다.

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경북 경주, 경남 밀양, 경남

끝으로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각 없는 지역

양산을 연계하는 울산중심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

복지·의료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의 욕

내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공유하고 역사·문화, 산업 등의 자원 연

구를 지역공동체에서 해결하는 지역복지체제 구축, 시민의 보편

계를 기본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생활편의 인프라

적 복지 달성과 상대적 빈곤 완화,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확충, 생활환경 편의성 제고,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 등으로 생활

등의 시책들이 추진된다.

권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최적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
을 실현하고자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첨단과
학기술과 지식, 경제를 융합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육성하
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성장전략을 마련하였다. 우선, 특화발전 프로젝트 ‘연료
전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지역내 R&D
기반 확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가 중점적으
로 추진된다. 그리고 생산과 연구기능이 융합되고 산업의 융‧복합
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과학기술기반 확충 등으로 산업단
지가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한편으로는 지역내 관광자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03
연구기간 2014. 1. ~ 2014. 7.
발행사항 2014. 7, 183면

연구실적 I 협약과제

울산-장춘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공동발전 심포지엄

| 강영훈 |

본 심포지엄은 울산-장춘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을 맞아 양 도시
경제, 환경,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정덕 부산대 명예교수의 도시간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지속적
발전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울산과 장춘시의 환경, 경제발
전, 문화관광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
안을 중심으로 양 도시의 참석자들 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심포지엄에 앞서 울산과 장춘시간 미래공동발전을 위한 양
해각서의 서명시간도 가졌다.
양해각서를 통하여 양도시는 호혜 평등과 우호 증진의 원칙에 따
라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경제 협력 및 투자 증대를 위해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
한다.
2.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수질·대기질 개선과 폐기물 관리, 녹
지 조성에 관한 환경기술 교류에 협력한다.
3. 문화·관광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산업 개
발, 관광 마케팅 전개에 상호 노력한다.
4.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 등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04
연구기간 2014. 2. ~ 2014. 4.
발행사항 2014. 4,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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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울산여성포럼 운영

| 박혜영, 이영란 |

울산여성포럼은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평등사회’를 지

구원은 2014년 울산여성포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향하는 여성가족정책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지역 내 전문여성들

사업을 주관하였다.

의 역량 강화 및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2014년에는 여성주간기념 토론회(별도 예산), 명사 초청 특강, 워
크숍 개최 등 지역 여성 연대활동 및 여성정책 발굴을 위해 지역
내 여성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인적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해마다 여성주간을 맞아 지역사회의 문제를 여성의 시작으로 살
펴보고 양성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
으며 2014년에는‘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도시 울산만들
기’의 주제로 김종숙 한국영성정책연구워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
이 일·가정양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조성,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별 특
성에 맞춘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의 사례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된 명사초청 특강에서는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이 ‘모든 것은 인권으로 통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기반 만들기를 강연했다.
워크숍 개최(2회)를 통해 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길’의 강연을 통해 여성리더로서의 자리와 나아갈 바
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1년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4년차에 접어든 매거진 ‘울산여
성’발간은 울산지역의 이슈와 쟁점에 대한 여성의 시작을 담을 매
거진을 발간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소통의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 2006년 12월 울산지역 전문직 여성 100여명을 회원으로 창립된
울산여성포럼은 여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양성이 평등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토대를 형성하고자 설립·활
동 중이며 경제분과, 문화예술분과, 복지분과, 인적자원개발분과,
지역공동체분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울산발전연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06
연구기간 2014. 2.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100면

연구실적 I 협약과제

2014 울산기후변화포럼 운영

| 김석택, 이상현, 김희종 |

친환경 생태·산업도시 울산에서 대규모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

또한, 산업도시 울산의 에너지다소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민·관·산·학·연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차원에서 대응 및 적응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개최하여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에너지를

위한 시민사회와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 발굴 및

통한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작은 실천이 환경을 바꾼다.’는 주제

대안수립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울산기후변화포럼을 운영

발표가 있었다. 서울시의 에너지자립마을사례, 창원시 에너지정

하였다.

책 및 우수시민사회의 사례를 통해 울산의 에너지정책을 되짚어

기후변화가 환경·건강·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처하

보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 산업도시 울산의 여건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적응 정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울산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주제별 국가정책 및 국제동향 파악, 시
민의견 수렴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운영방향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정책 등을 주
제로 테마별 특강 및 토론 형식의 포럼 운영, 기후변화분야 전문
가로 초청인사풀을 구성하고 해당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 초청, 산
업도시 울산의 기업체 차원에서 에너지 다소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방안 수립 논의, 울산시민사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방
안 마련이 있다.
울산기후변화포럼은 심포지엄(2회), 세미나(3회)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 동향 및 울산지역 미래기후전망, 울산형 기후복지시스템 구
축 방안 등 울산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정책 수립에
노력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 위원장을 초청하여 ‘기후변화대응
과 녹색성장’에 대해 듣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울산지역 기
후변화 전망 및 이상기상 대응방안, 울산 기후변화적응대책 성과
와 평가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작년 울산지역이 40도에 육박할 정도의 폭염으로 인한 대책마련
을 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비 시민의 건강관리’라는 주
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울산 더위의 특성과
대책,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 현황 및 활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
고 시민사회 대표와 폭염전문가들과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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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김석택, 이상현, 유영준, 김희종 |

최근 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여가문화 활동이 활발히

- 태화강의 환경과 문화의 이해와 가치의 공유 증진

진행되어 휴양활동의 관심이 증대되고 체험형 생태관광 등 특화

- 태화강의 지역사회 연계로 활성화 기여 증대

된 여가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 태화강 관리의 지속가능성 향상

변화에 따라 울산시는 태화강을 중심으로 백로생태학교·겨울철

- 태화강 생태관광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새학교 개최, 고유생물종 보호 사업과 태화강 100리길 등 생태환
경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울산시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을

또한, 태화강 생태관광의 상품개발을 위해 브랜드, 축제·이벤트,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루트, 홍보 개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관리운영 방안으로 태화강

태화강은 과거 울산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급격

생태관광 단계별 추진계획과 지역 협의체구성, 관리방안에 대해

히 오염되어, 수생동‧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

제시하였다.

으로 되살아난 자연복원의 교훈이 담긴 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

마지막 정책 제언으로 생태관광의 3대 측면인 주체적, 객체적, 매

랑받는 하천으로 변모하여 2013년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체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와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추

12대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어 도심 속 생태관광지로서의 장기적인

진협의체 구성, 남북통일을 위한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성, 태화강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을 한·중·일 국제 생태관광 국가 시범 생태관광지 계획 수립, 생태

따라서 태화강 수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구대 암각화와 태화루

관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생태관광학과 신설 등에 대하

등 역사·문화·자연·생태·산업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상

여 제시하였다.

품화 하고자 현장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조사 그리고 관내·외 관
광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관광객을 지
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화된 생태관광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하였다.
나아가 울산의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함께 태화강 생태
관광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태화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산업도시 울산, 생명을 품고 문화
를 꽃피우는 태화강’이라는 비전하에 6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 비전
- 산업도시 울산, 생명을 품고 문화를 꽃피우는 태화강
■ 6대 목표
- 태화강 생태계 보전가치의 유지 및 향상
- 태화강 기반시설의 생태적 설계원칙의 에코디자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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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협약과제

2014년 울산안전포럼 운영

| 김석택, 김희종, 이상현 |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고자 2014년 3월 6일 울산안전포럼을 창립

가 필요하며 행정처리보다 사고수습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

하여 울산의 안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를 도출해

였다.

내는 등 산업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생활안전을 위한 Think Tank

생활안전분과회의에서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의식, 통제를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긍하는 사회문화 정착 필요,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

또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재난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계 및 시스템 필요, 근로자 안전교육시 성인지 및 양성평등 교육

과 신속한 적응대책을 강구하고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대책과 방

울산안전포럼은 안전과 관련하여 민·관·산·학·연·언 등 모든 분야

재의식 고취가 필요하며 취약지, 시설물 및 인구를 위한 재해예방

의 전문가들로 통합되어 있으며,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를 포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여 2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모임 위주의 포럼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적 포럼 운영 방안
을 모색하고, 안전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확보와 구체적 실천방
안제시 및 사업실행부서와의 연계를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위
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영역으로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산업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강구, 화재, 폭발, 누출 등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
한 지역주민 안전대책 수립, 안전정책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시민 대상 홍보 및 행사추진, 국내·외 안전관련 협력 네트워
크 활동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관내 안전관리 우수기업체 선진지 답사, ‘시
민이 행복한 안전행복도시 울산 구축’ 등 심포지엄, ‘유해화학물
질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울산
구축’ 등의 콜로키움(2건)을 포함하여 창립총회(1건), 운영위원회
의(4건), 분과회의(4건), 시민교육(1건), 총회(1건) 등을 추진하며 울
산의 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안전분과회의에서는 지하배관 등의 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현장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3D GIS 통합
관리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의 위험설비, 지
하배관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 조립금속 업종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생산부서의 하위조직으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예방
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무차별적이고 단편
적인 점검으로 효과가 감소되고 사고대응 시 현장접근인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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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 황진호, 김상우, 이재호, 이은규, 김미경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

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맞춤 컨설팅에 중점

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고용노

을 두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

동부는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

추진 상황을 비교 평가하여 지역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중복을 방

브 등의 지원을 하는 중앙-지방 간 일자리 협력사업이다. 이 사업

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역별 경제 및 고용여건의 편차가 크고, 중

그러나 지역 고용통계의 부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대책만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지역 고용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제조업의

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역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가 해결해

고용흡수력 감소,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야할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일자리 목표 공시제 담당자의 지역고

주민의 고용안정 도모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

용 정책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기회를 확

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하는 한편 전담인력 확대로 업무 분담을 제안하였다.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문제에 깊은 관

끝으로 향후에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유관기관

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의 인식전환 및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해가기로 하

제기되었다.

였다. 아울러 일자리 담당자들의 애로사항 전달을 통해 실무현장

2014년에는 전국 총 24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였는데, 울산도 6개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

자치단체(광역 1, 기초 5) 모두 참여하였다.

로 하였다.

2014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3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연간 실업률 3% 초반대를 유지하는 것
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군별로는 중구 3,318개, 남구 3,959개,
동구 3,130개, 북구 2,451개, 울주군 2,94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에서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추
진계획 및 정책의 타당성 평가와 인구, 산업구조, 인력수급 등에
대한 지역여건 및 지역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고용정책
및 전략에 대한 상시적 상담과 자문,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일자리 정책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역 맞춤형
브랜드 사업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컨설팅 사업에서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담당자가 우수사례 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전반
적인 추진체계를 알아보고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고자 우수사례 탐방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4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계획의 사전 설계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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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울산교통포럼 운영

| 김승길, 변일용, 권창기 |

2014년 울산교통포럼에서는 「2014년 울산교통포럼 심포지엄(ITS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세션에서는 교통분야의 다양한 빅데이

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개최)」와 「배려도시 만들기 및 교통분야

터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되었고,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통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데이터 저장기간
이 짧아 수집ㆍ가공된 자료의 지속적인 분석·활용이 미흡한 실정

■ 2014년 울산 교통포럼 심포지엄
(ITS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울산교통포럼과 ITS학회가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여 ITS정책의

으로 교통 허브시스템을 구축, 수집·가공된 자료를 빅데이터화 하
여 10년 이상의 저장정보를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내용
이 소개되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ITS학회 춘계학술대회
를 공동개최하였다.
금회 심포지엄에서는 울산광역시 ITS우수사례 소개, ITS관련 다양
한 학술발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ITS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들의 자문을 통해 향후 울산광역시가 나아가야할 ITS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 배려도시 만들기 및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통포럼
울산을 품격 있고 따뜻한 배려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울산교통포럼 주최, 울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배려도시 만들기 및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통포럼」을 실시하였다.
‘배려도시 만들기 사례와 인식의 전환’ 세션에서는 한 도시가 품
격 있는 명품도시로 탄생되기까지는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전제하고 근대사회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였다면 미
래사회는 사람중심의 교통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 잠재적 교통약자인 만큼 고령화사회
에 적합한 유니버셜 디자인, 살고 싶은 마을, 걷고 싶은 거리 등
외국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인식전화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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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울산광역시 1권역 자연환경조사

| 김석택, 이상현, 김희종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주요 생태계(산·강·해안)를 대상으로 자연
환경조사(지형, 지질, 자연경관,식생, 동·식물 등의 분포 및 현황
등)를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
초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2005년~2007년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연구’와 2010년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
터링 및 평가 연구’ 이후 울산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되어 태화강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
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태화강을 상·중·하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주요
6개 지점을 지정하여 여름, 겨울 2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귀화식물 중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돼지풀이 사연교,
삼호교 등의 제방변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의 확
산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돼지풀
과 함께 발견되던 가시박은 금번 조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그 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포유류 중 상위포식자인 삵(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과 수달(멸종
위기야생생물 Ⅰ급 및 천연기념물 제330호)의 분포가 확인되었
으며, 먹이원인 소형포유류의 개체수도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태화강에서 수달과 삵이 서식할 수 있을 만큼 생태계가 안정화되
어 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문헌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태화강에서 특별한 생태적 변화
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관찰결과는 없었고, 이는 태화강의 생태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태화강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태화강이 스스
로 자연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며, 다만 태화강의 생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변화양상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생태모니터링, 생
태서식환경 제공, 깃대종 변경 검토, 가치별 관리지역 설정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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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비점오염원 조사 및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 이상현, 김희종, 김석택 |

지금까지 태화강 수질오염물질은 하·폐수 등 점오염원을 위주로

거천의 경우는 초기강우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관한 오염기여도

관리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이고 보다나은 오염원 관리

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BOD뿐만 아니라 영

를 위해서 비점오염원 제어가 요구되었고, 태화강 유역의 도시화

양염류인 총질소와 총인에도 나타나고 있다.

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와 상류지역 농지 등 토지이용에 의한 오

한편, 강우가 30㎜정도일 때 본류의 오염부하가 증가하는 경우가

염부하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수질개선과 쾌적하고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강우에 의한 유량증가로 인해 부하량

건전한 수변생태의 태화강 조성을 위해 비점오염원 조사 및 저감

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30㎜ 이상의 강우를 고

시설 설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 검토 및 조사를 위

려한 비점오염원 제어시설은 용량결정이나 기타 부지확보와 경

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성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위하여 태화강 하류 수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

태화강의 비점오염물질 중 영양염류에 관한 부분은 강우시 오염

는 중·하류의 대표적인 지류하천들인 천상천, 구영천, 굴화천, 무

원 분석과 유량검토를 한 결과, 실제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

거천, 명정천, 유곡천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결정하였으며, 중간

원에 본류영향 보다는 점오염원(굴화하수처리장)에 의한 영향이

보고 이후 문수고 토구와 와와교차로 토구를 포함하여 현장조사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비점오염원에 의한 제어보다는 점오염

를 진행하였다.

원에 관한 제어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는 1차에서 강우시(2014. 7. 2), 비강우 시(2014. 7. 24)구분
하여, 그리고 2차에서 비강우·강우 연속 시(2014. 10. 12~13)에 진
행하였으며, 2차 조사는 강우발생 전, 강우발생 직후(약 5㎜), 강우
발생 수시간 후(약 30㎜) 등의 3개 시점으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
하고 유량을 측정하였다.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비점오염 영향분석을 위해 태화강
본류에 대한 정량적인 오염영향분석을 시행하였다. 갈수기의 경
우 전체적으로 점오염원인 굴화수질개선사업소의 영향이 크고,
강우가 발생할 경우 굴화천의 영향이 커지며, 평수기의 경우 역시
점오염원인 굴화수질개선사업소의 영향이 가장 크며, 강우 발생
시 무거천과 굴화천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차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천별 유입부하량 비교 결과, 종합
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무거천이 전반적인 오염물질 부하량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 5㎜ 강우발생 시에는 굴화천이 압
도적으로 오염부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굴화천의 경우 강우 5mm일 때 비강우 시에 비해 50.6배가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태화강 유역 내 비점오염원 제어시설이 가
장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비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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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4. 3.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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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울산관내 저수지 활용방안 연구

| 김희종, 김석택, 이상현 |

현재 울산지역에는 총 352개의 관리대상 저수지가 있으며, 대부

로 수량과 어장이 풍부한 평지형 저수지이기 때문에 계곡형에 비

분은 농업용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저수지가 수변공원으

해 수질등급이 불량한 서식환경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저산소, 부

로 조성되어 친수 및 수변경관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시화와

영양성, 저병원성 어종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평지형 모델이 적

공업화로 인해 답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저수지가 농업용수

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용 저수

또한,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외래어종 퇴치용으로 활용 가능

지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울산시는

한 저수지로는 상연암, 새못, 천상, 공암, 심천, 심천보충, 추성2, 골

물관리, 재난재해, 생태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이 취약한

안, 척과 및 길촌명촌 등 10개소였다. 이들 저수지는 일부 현장조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활용한 실질적인 기후변

사를 통해 외래어종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외래어종 번식에 따른

화 적응 대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하류지역 주요 수계(태화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수지이기 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관내 농업용 저수지의 문헌 및 현장조사

문에 주민주도-주민참여의 다양한 외래어종 퇴치 시범사업의 추

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심 홍수/침수 저감 가능성, 친수

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레져 공간 활용 가능성, 생물종 다양성 보존 및 내수면 수산자원

마지막으로, 도심 홍수/침수 저감을 위한 저수지 활용방안을 검

증대를 위한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토하였다. 그러나 저수지의 소유권,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용도폐

이를 위해 도심과의 접근성, 유효저수량, 주거지역과의 거리, 상

지 여부, 저수지 댐체의 안전성 여부 등 다양한 제약 조건이 산재

습침수 피해지역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3개 저수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할 것으로 판

를 대상으로 6월과 10~11월에 2회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

단되었다.

다. 그 결과, 친수경관/레저용으로 활용 가능한 저수지는 이미 수
변공원이 조성된 9개 저수지(독적소류지, 장암소류지, 옥동저수
지, 격동소류지, 송정, 달영, 하대골못, 상대골못, 장재위(1))를 제외
한 문죽(두현저수지), 어린지(병산골못), 섬골저수지, 새못 등이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중 문죽과 어린지는 주요 도로와의 접
근성 및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어장이 풍부하여 친수경관/유어낚
지/레저의 기능을 살린 복합형 어메니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며, 섬골저수지와 새못은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 등
과 인접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생태체험장
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저수지로는 송정과 문
죽 저수지로, 송정은 상류지역의 달영저수지와 연결된 계곡형 저
수지로 수온이 낮고 오염원이 없어 수질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냉수성 및 고산소 요구량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계곡형 모델이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문죽은 울산에서 가장 큰 저수지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14
연구기간 2014. 3.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127면

연구실적 I 협약과제

제8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
학생모형 F1 자동차 제작경주대회

| 김의환, 고종대, 황해상 |

지난 2007년 지역산업의 세계화와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울

자동차 경주대회는 선생님, 친구, 가족과 협업하여 제작한 모형자

산광역시는 자동차, 화학, 조선 등 3대 주력산업의 날을 각각 제

동차로 직접 경주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현하고,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 깊은 대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 날은 지난 1999년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 누계 1천만

향후 울산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대를 달성한 5월 12일이다.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생모형 F1 자동차 제작경제대회”는 자동차의 날 주간에 열리
는 기념행사 중 하나이다.
이 경주대회는 현대 과학의 종합체인 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를 돕고, 모형 F1 자동차 제작을 통한 자동차 공학 학습기회를 제
공하여 미래 과학 한국을 이끌 과학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8회 대회는 울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울산발전연구원이 주관한
가운데 5월 10일(토)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4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영남지역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을 대상으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가족 등 5개 부문 10개팀씩
총 50팀, 200명을 모집하였다.
4월 26일(토) 제작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작방법, 대회운영규정을
설명하고, 차량제작 KIT를 배포하였다.
참가팀은 지급한 차량제작 KIT를 가지고 팀별로 창의력을 발휘하
여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외형으로 제작하여 경주대회에 참
여한다.
5월 9일(금) 제작된 차량을 접수받아 규정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
였는지를 검사하고 공학적 설계평가를 하였다.
5월 10일(토) 대회당일 오전에 제작된 차량의 디자인 평가와 차량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차량성능평가를 거쳐 대진표를 확정하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
주를 진행하였다.
참가팀 중에서 디자인 평가, 차량성능평가, 토너먼트 경주 등 부
문별 우승자와 종합 우승팀을 선정하였는데, 종합우승팀에게는
울산광역시장상을 수여하였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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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고용
실태 및 촉진방안 연구

| 정승, 황진호, 박혜영, 이영란 |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층의 고용실태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역

학‧관 파트너십에 근거한 거버넌스 활성화, 울산청년일자리센터

시 2013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설치‧운영, 대학의 취업지원 강화, 울산직업체험관 설치 등의 정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울산의 고교 졸업자를 포함한 청년층

책을 제언하였다.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의 청년층 고용동향을 파악하

무엇보다도 자치단체가 지역기업과 대학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고,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가 처한 상황과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통하여 지역 청년고용 문제와 지역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정책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에 대한 심층

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주문하였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직업

적 고찰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의 청년층 고용촉진 정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선진적

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산‧학‧관 파트

울산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거

너십에 바탕을 둔 지역차원의 산업별 협의체(RSC) 활성화를 요구

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2013년 사이 울산의 30

하였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정책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

세 이상 고용률은 전국보다 더 크게 증가한 반면 15~29세의 청

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울산청년일자리센터’를

년 고용율은 같은 기간 동안 전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으나 비경제

한편, 대학도 청년 고용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활동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년층 고용상황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지원 담

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울산의 취업/구인 비율이 전

당자의 역량을 제고할 것을 지적하였다.

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전국보

끝으로 학생들의 직업 이해도와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을 위한 ‘울

다 심각하기에 울산 청년층은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산직업체험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청년층 구직자 및 취업자에 대한 고용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결정
에 유용성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청년고용관련 정책
발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체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취업자 모두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구직자의 눈높이가 너무 높
다는 점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청년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는 임금, 숙련도 등에서 괴리가 존재하고 그
결과 일자리 미스매치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미스
매치는 구인‧구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교육의 개
선,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노동력
을 공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2014년 4월 제시한 청년고용종합대책과 울산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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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협약과제

2014 울산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 유영준,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이경우, 김승길, 정 승 |

운영 중인 울산 시티투어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코

전까지는 2시간, 울산대공원 코스는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것으

스에 대한 이용객의 반응을 살펴보고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운

로 계산되었다.

영 방향을 기획하고, 국내의 시티투어 선진지 현장조사를 통해 현

순환형 시티투어 2층 버스 추가 도입에 따른 2015년 에상 수입을

재 진행 중인 테마형 울산 시티투어에 순환형 코스의 도입 및 운

4가지 시나리오(판매수입금 18.7% 증가·20% 증가·20.7% 증가·25%

영 방안을 모색하여, 울산 관광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티투어 이

증가)에 의해 제시하였다.

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

순환형 시티투어 도입 시 2015년에 울산 시티투어 이용객은

적이다.

20,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용 요금은 10,000원과

순환형 코스를 기 운행 중인 서울(서울 파노라마)·부산(태종대 방

15,000원 중에 책정할 필요가 있다.

향)·대구(도심순환형) 등 사례 조시의 자료 수집을 통해 운영 활성
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시티투어 순환형 코
스 도입의 타당성 및 테마형 시티투어 이용객의 순환형 도입에 대
한 반응 조사를 통하여 울산지역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과 재
방문 효과를 유도하였다.
순환형 시티투어 정류장 대상지의 방문객을 분석하기 위해 2014
년 7월 15일(화)부터 8월 16일(일)까지 고래생태체험관·대왕암공원·
중구 문화의 거리·신화마을·울산박물관·울산대공원·울산대학교·
일산해수욕장·태화강대공원·태화강역·태화루·학성공원·현대자동
차 문화관 등 13곳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방문자 전원 계측 조사
와 매 10분별 방문객 행태조사를 병행하였다. 방문객 중 76.4%가
순환형 도입에 찬성하였는데, 순환형 버스 가격은 10,000원, 순환
간격은 1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산 시티투어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 이용시설 및 코스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순환형 코스 도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
는데, 시티투어가 운영되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조사원이 직
접 탑승하여 투어가 끝난 후 이용객에게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 결과 62.2%가 순환형 도입에 찬성하였고, 62.5%가 순
환형이 도입되면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3.7%가 순환형
이용을 추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순환형 배차 간격은 1시간,
버스 형태는 2층, 가격은 10,000원을 선호하였다.
순환형 코스는 대왕암공원 코스와 울산대공원 코스로 구분하며,
소요시간은 1회 순환하는데 대왕암공원 코스는 울산대교 건설 이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17
연구기간 2014. 6. ~ 2014. 10.
발행사항 2014. 10,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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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연수교육 사업

| 유영준,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김승길 |

울산에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

마지막으로 회현리 패총과 봉황대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가야 역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기술 및 해설 담당지역에

사와 울산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한 해설 스토리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국내·외 현장연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에 대한 운영 방향 설정의 자료
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현장연수 교육을 통해 국내·외에
서 활동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답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
심을 부여하고, 관광객들에게 선조들의 업적을 전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해외현장교육은 2014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4일 동안
민족의 진산인 백두산 등정과 천지 견학 및 웅대한 기상과 패기
가 넘치는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관광객들에게 선조들의 업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일차에는 부산 출발 후 심양에 도착하여 세계문화유산인 북릉공
원을 방문하여 현지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해설사 활동을 체
험한 후 집안으로 이동하였다.
2일차에는 압록강에서 북한을 관찰한 뒤 국내성 유적지, 광개토
대왕비 및 광개토대왕릉, 장수왕릉인 장군총, 오호묘 등을 견학한
뒤 장백으로 이동하였다.
3일차에는 한민족의 진산인 백두산에 올라 중국 측의 천지를 견
학한 뒤 장백폭포로 이동하여 비룡폭포라고도 불리는 폭포를 견
학한 뒤 하산하여 심양으로 이동하였다.
4일차에는 심양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한 뒤 울산으로 복귀하
였다.
관광객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특성을 반
영하여 타 지역의 국내현장교육은 2014년 11월 25일에 김해의 가
야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울산을 출발하여 김해박물관을 시작으로 구지봉, 김수로왕비릉
등을 견학한 뒤 대성동고분박물관과 김수로왕릉을 방문하였고,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18
연구기간 2014. 7.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30면

연구실적 I 협약과제

울산 중장년층 전문인력기관 DB구축 및
재취업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

| 이경우, 강영훈, 이재호, 이은규 |

본 보고서는 울산지역의 베이비부머 대거 은퇴와 고령인구 확대

이터베이스 및 포털서비스 구축방안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에 따른 중·장년 퇴직(예정)인력에 대한 재취업 지원방안을 마련

그리고 아직 기획단계에 있는 중·장년층 퇴직(예정)자의 모든 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취업 지원서비스를 본 보고서에서 프로그램별로 보다 자세하게

우선 중·장년 퇴직(예정)인력을 위한 울산지역의 재취업 지원인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울산광역시의 중·장년층 퇴직(예정)자

라 확충을 위해 연구의 대상을 1차베이비부머로 축소하여 그들의

의 모든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위한 조직구상 및 발전로드맵을 제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귀농 및 귀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

시하였다.

고, 지역 3대주력(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한 기업체의

시차별 울산지역 일자리지원 조직구성은 최종적으로는 울산일자

수요조사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단기에는 작은 울

노동의 공급시장에서는 사무직 은퇴인력의 수요가 많은 반면, 노

산중장년일자리 지원부서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보다 중기적

동의 수요시장인 기업측에서는 생산 및 기능직의 수요가 많아 다

으로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장년일자리 지원

소 중·장년층 퇴직(예정)인력 시장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으로 나

사업, 귀농·귀촌사업, 어르신일자리 사업 부서를 설치한다. 장기적

타나 퇴직(예정)인력의 재취업 교육시 이러한 노동시장의 미스매

으로 울산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장년 일자리지원

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센터의 업무와 부서를 유지하고 여성일자리와 청년일자리 사업

본 보고서에서 다양한 재취업 교육방안을 제안하였다.

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차별 울산지역 일자리지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원하는 월평

로드맵은 단기, 중기, 장기의 각 지원조직의 역할과 지원프로그래

균 급여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 및 귀촌에 대

을 시차별로 제시하였다.

한 베이비부머들의 설문조사결과 40%이상이 귀농 및 귀촌을 고
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귀농 및 귀촌의 목적이 경
제적인 동기가 아닌 여가소비 또는 전원생활을 위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통하여 중·장년층 퇴직
(예정)자들의 일자리를 발굴 및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년층 퇴직(예정)자들의 일자리를 발굴과 관련하여 울산의 산
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울산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제시
하고 해결방안으로 전문 퇴직(예정)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해외 시장개척 등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
할 것을 제안하였고, 또한 현재 정부와 울산광역시가 새로운 먹거
리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산자서비
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의 전문 퇴직(예정)자들을 활용하는 방
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중·장년층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데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19
연구기간 2014. 8.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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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학연관협의회
자료조사 지원사업 연구계획서

| 이경우, 강영훈, 이은규 |

울산광역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사항이었던 국립산

KDI에서 사용하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지불의사액(WTP)

업기술박물관 설립을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현대경제연구

산정방법의 비객관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원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엄격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서울에 설립

히 준수한 설문조사를 울산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재 실시하고, 설

하려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산업기술박

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STATA 11에서 제공하

물관이 울산에 설립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초기 계획보다 축소

는 Double -Bounded data model을 위한 WTP 추정방법을 활용

된 규모의 산업기술박물관이 울산에 설립되는 근거는 박물관 수

하였다.

요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 악화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KDI에서 활용하는
CVM방식의 편익추정결과를 근거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
왔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과 KDI에서 사용하는 중력모형(수요
추정시 사용)과 CVM방식의 편익추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중력모형의 경우 인구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유
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울산과 같이 인구
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시의 경우 대규모 국립박물관은 설립될
수 없는 구조이다. CVM방식을 활용한 WTP 추정방식 역시 서울
과 수도권과 같이 소득이 높고, 문화시설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문화소비지출성향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을 밖에 없는 구
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 역시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상대
적으로 그 편익추정에 불리한 조건인 구조이다.
KDI에서도 중력모형과 CVM 추정법을 통한 편익추정에 위와 같
은 한계를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발전도와 낙후도
등의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요추정과 편익추
정 시 울산과 같은 지자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산정방법을 그대
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예비타당성 연구의
절차와 구조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상기 기술한 연구의 배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현대경제연구
원에서 추정한 울산지역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를 동일한 표
본수, 설문방법,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재 추정하였고, 이를 통하
여 울산산업기술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편익 산정 시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20
연구기간 2014. 9. ~ 2014. 9.
발행사항 2014. 9, 36면

연구실적 I 협약과제

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성 분석 및 안전관리마스터플랜 수립

| 이상현, 김희종, 윤영배, 김석택 |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게 정보전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울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최대

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석을 통하여 근로자 훈

석유화학단지로 1962년 전국 최초로 조성되어 국내 화학물질의

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대피 및 정보 제공을 포함하

30%가 유통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의 특성상 화학물질뿐만 아

여야 한다.

니라 위험물질, 고압가스 등의 상당부분이 저장 또는 지하매설되

셋째, 각 사업장마다 자체 방재기자재를 구비하고 방재전문인력

어 있고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기형적인 도시구조로 산업단지와

배치로 초기대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그로 인

넷째, 화학사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원인을 보면 인적오류에

하여 산업단지에서 화학사고로 인한 사업장의 직접적인 재산 피

의한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

해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및 화재·폭발에 의한 연소생성물의

인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으로 피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울

본 연구과제에서는 특히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조사되어 있던

산석유화학단지의 현황파악 및 위험성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울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울산 지역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울산

산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석유화학단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 수립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통계분

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울산을 기반으로 한

석을 통하여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유해화학물질 이용 현황 및 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전국의 석유화학

험성 안전성평가제도 현황 분석 및 사고 시 유해화학물질 피해 확

단지 안전관리 롤모델 제시하고자 한다.

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기확산모델링의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현황분석
•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울산지역 위험성 여건 분석
•울산지역 안전성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유해화학물질 확산 모델링 관련 문헌 조사 및 기초 실험
•선진사례조사
연구수행결과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석유화학단지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고압가스, 위험물의
현황 파악과 관련 설비의 안전성진단으로 좁게는 사고를 예방하
고 넓게는 시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울산석유화학
단지 통합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늦어 피해가 커졌고 인근 주민에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21
연구기간 2014. 10.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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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발전포럼

| 강영훈, 이은규, 이경우 |

동해를 인접해 있는 광역지자체간 협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공동
의제를 발굴하여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이 APEC정상회담 개최이후 본격적인 친아
시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며, 블라디보스톡시를 중심으
로 환태평양 국제도시 거점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울산지역에서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포함한 석유물류
거래 및 금융거래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
에서 리시아 극동지역의 변화와 에너지협력이란 주제로 3개시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
였다.
김원배 연세대 객원교수를 초빙하여 동북아 최근 동향과 환동해
권 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각 지역별 연구자들이
각 시도의 동해를 중심으로 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22
연구기간 2014. 10. ~ 2014. 11.
발행사항 2014. 11, 79면

연구실적 I 협약과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심포지엄 개최

| 이은규, 이경우, 강영훈 |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업 문제와 양질의 일자
리 부족 문제는 국가는 물론 지역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과 개인의 소비활동 등 전반적인 국내경기
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분야
역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실현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새로 출범한 민선 6기
에서도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심포지엄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등이 모여 울산지역의 일자리 현
황과 실태를 토론하는 한편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
리 창출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
고자 기획되었다.
일자리 관련 지역 내외의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등
이 참여한 본 심포지엄은 기조 강연(2명), 주제별 발표(3명), 토론
(6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에 주로 제시되어진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 및 지역의 일
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을 살펴보고 울산지역에 적용할 수 있
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청년창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내 일자리 사업의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끝
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하는 토론
을 통해 상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200여 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
행되었으며 행사 이후에도 만찬을 함께 하며 의견교환, 진지한 토
론 등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과제구분 협약과제 2014-23
연구기간 2014. 11.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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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는 울산시정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
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발굴, 분석한 정책보고서
입니다,

울산시민이 선정한 2013년 ‘울산 10대 히트상품’ 154 ● 2014년 울산경제, 생산·고용 늘며 ‘3.1% 성장률’ 전망 –베이지안 VAR
모형을 이용한 울산경제 예측- 155 ● 울산발전연구원 2014년 10대 핵심연구과제 156 ● 울산, 산업·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
진 ‘관광명품’ 육성해야 157 ● 울산,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158 ● 울산의 도시공원 조성 전략, 공급위
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하다 159 ● 울산광역시 산업별 취업자 추이 분석과 전망 160 ● FTA 발효, 울산경제에
미친 영향 161 ● 고령화 진입한 울산, 뉴시니어 사회참여 활성화하려면 –연령별 특성 고려한 일자리·봉사활동 창출해야 162
● 로컬푸드 활용·급식포털 구축 등 안전하고 건강한 울산학교급식을 -울산지역 학교급식 개선방안 연구- 163 ● 지역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울산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 164 ● ‘관광도시 울산’ 실현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 방안 165 ●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10년, 추진성과와 평가 166 ● 정부 유망서비스 육성대책, 울산의 연계분야 및 대응방안 167 ● ‘글래스고’ 청소년
고용정책, 울산에 주는 시사점은 168 ● 울산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를 바탕으로 169 ● 도시재생의
한 방안,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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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이 선정한
2013년 ‘울산 10대 히트상품’

2014년 올 한해 동안 울산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히

남성은 울산의 주요현안과 관련된 “울산대교 건설”과 “KTX 울산

트상품을 조사한 결과 “아름다운 숲 공존상 수상한 울산십리대

역 확장”을 각각 2위와 3위로 선정한 반면, 여성은 “울산의 대표

숲”이 1위로 선정되었으며, “울산대교 건설”와 “반구대 암각화공

축제인 장미축제”와 더불어 “고래축제, 쇠부리 축제 등 울산의 다

룡발자국 발견”이 각각 2위와 3위로 선정되었다.

양한 축제들”를 각각 2위와 3위로 선정하여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위

시책 및 상품

비고(분야)

1

제13회 아름다운 숲 공존상 수상한
울산십리대숲

사회문
· 화·
복지

2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울산대교 건설

도시교
· 통

3

1억년 전 공룡이 살아 숨쉬던 울산,
반구대 암각화 1억년 전 공룡발자국 발견

사회문
· 화·
복지

4

시민의 편의를 더욱 높일 KTX 울산역 확장

도시교
· 통

5

시민과 함께한 울산의 축제들-고래축제,
쇠부리축제, 옹기축제, 영남알프스 억새축

사회문
· 화·
복지

6

생명의 강 태화강, 회귀연어 1,700여 마리
로 사상 최대 기록

환경

7

울산의 자랑 태화강, 전국 12대 생태관광지
역 선정

사회문
· 화·
복지

8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
동북아 오일허브 기공식

9

고품격 장례문화의 초석, 울산하늘공원 개
장

사회문
· 화·
복지

10

봄꽃 향기 가득했던 울산, 태화강 봄꽃축제

사회문
· 화·
복지

경제

2014년 울산 10대 히트상품

남성과 여성의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아름다운 숲 수상
한 울산십리대숲”을 1위로 선정하였으나, 2위 이하의 순위는 남성
과 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6호
발행사항 2014. 1. 10, 16면

연구실적 I 이슈리포트

2014년 울산경제,
생산·고용 늘며 ‘3.1% 성장률’ 전망
–베이지안 VAR모형을 이용한 울산경제 예측|정 승|

2014년 울산 제조업 생산은 미국, 유럽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4년 -1.9%(잠정) 성장에서 벗어나 +2.8%

● 베이지안 VAR를 활용한 거시경제 전망
- 거시경제의 분석에 있어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gression, VAR)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이지만, 추정치의

또한, 2014년 울산 취업자수는 1.7%(약 9,300명) 성장할 것으로 예

수가 자료의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지는 단점이 지적되어

상된다. 이는 2014년(0.1% 성장)에 비해 경제가 회복돼 제조업 고

왔음

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에 따라 늘어난 고용은 노동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 본 연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제안되고 있는 베이지
안(Bayesian) VAR 모형을 이용
- 베이지안 방법은 전통적인 통계학과는 달리 사전분포와 사

으로 예상된다.

후분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도함수를 통해 우리가 가진

이 밖에도 2014년 울산 소비자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과 원

선험적인 경험치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음

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과 맞물린 전월세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가 성장하며 물가 상승을 이끌어 1.8%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4년 울산경제는 전년도 성장률 0.7%(잠정) 보다 다소 높은 3.1%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가 회
복추세를 보이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울산 주
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자동차가 원高엔低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
쟁으로 인해 다소 수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울산의 경제상황 전망, 가계·기업·지방정부의 효율적 경제행위
결정에 도움
- 경제상황의 예측은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가 각자 효
율적인 경제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하지만 울산은 광역시 출범의 역사가 길지 않고 지역단위의
통계자료가 미흡해, 그동안 지역경제를 전망하는 것이 시도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월별
지표를 이용해 울산의 제조업 생산과 고용, 소비자물가에 대
한 전망을 목적으로 함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7호
발행사항 2014. 1. 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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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
2014년 10대 핵심연구과제

울산발전연구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연구의 방향성을 담은 10대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지역현안과 정부의 정책, 미래사회 대비라는
3개의 큰 틀에서 경제산업분야 3개 과제, 문화사회 분야 2개 과
제, 환경안전분야 2개 과제, 도시공간 분야 3개 과제가 각각 제시
됐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선정된 10대 핵심 연구과제를 기획 및 정책과
제, 이슈리포트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결과물로 시민 등 정책고
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분 야

핵심 연구과제 내용
울산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기획)

경제산업분야
울산 4대 주력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
울산의 대응방안
신산업 육성)
오일허브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울산의 기업 유치전략
문화사회분야 울산지역 베이비부머 여가 생활 향상을
(문화 및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복지사업
울산 구·군별 지역복지계획 수립 실천
확대)
재난대비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환경안전분야 “안전도시 울산” 구축방안
(안전 및
환경생태) 기후변화를 고려한 울산지역 중장기
수자원 확보방안
“글로벌 품격도시 울산”을 위한
도시발전 전략 마련 (기획)

도시공간분야
(인구유입,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울산대교’와
도시품격, ‘태화루’의 경관 개선방안
관광산업)
‘관광도시 울산’을 위한 新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
황진호
이경우
강영훈
김상우
이윤형
임채현
이상현
권창기
변일용
유영준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4년 10대 핵심연구과제(안)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8호
발행사항 2014. 1. 27, 44면

연구실적 I 이슈리포트

울산, 산업·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품’ 육성해야

| 유영준 |

울산이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생태와 해양, 산악, 역사문화

분류해 이를 각 구·군 특색을 반영한 ‘관광명품’으로 육성해

중심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각 구·군을 대표하는 ‘관

나갈 필요가 있음

광명품’을 육성해 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 경주의 ‘자전거문화유적체험투어’, 서울 강동구의 ‘강동택리
구분
중 구

대표성 있는 개발 가능 관광상품
•외솔기념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글 사랑’
•태화강대공원 및 십리대밭

•고래문화마을 및 선암호수공원과 신화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고래생태관광’
남 구
•삼산동 젊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패션리더’
동 구

•남목마성∼현대중공업을 연결하는 ‘조선밸리’
•화암산에 조성될 ‘울산타워와 야경’

•달천철장 역사공원∼오토밸리(자동차부품연구소)
∼현대자동차를 연결한 오토밸리 산업관광
북 구
•사랑길 스토리텔러 양성을 통한 ‘강동사랑길 투어’
•간절곶 일출을 중심으로 하는 ‘울주해양레저’
울주군 •신불산억새평원과 파래소폭포 등을 활용한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울산지역 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안)

지’,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적 ‘관광명품’ 운영 사례
- 2008년부터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경주자전거 문화유적체험투어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
- 서울 강동구에서 기존 자전거대행진을 정기적인 투어로 만
든 강동택리지는 강동구 교통행정과 자전교통팀에서 운영
하는 자전거투어
- 두 관광상품은 투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해설사가 동행
함으로써 재미와 교육이 접목된 대표적인 ‘에듀테인먼트 관
광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울산, 각 구·군 특색살린 ‘관광명품’ 육성으로 ‘관광도시’의 초
석 삼아야
- 울산의 각 구·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
중에서 구·군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찾기부
터 시작해야 함
- 또한 대표 관광명품 선정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관심

● 울산, ‘산업도시’ → ‘생태·해양이 어우러진 관광도시’로 변모

을 유도하고 선정된 관광상품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

가능성 높아

초기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광명품 만들기를

- 울산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 등 총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주도해야 함

사 한 결과 울산을 방문하기 전 느낀 이미지가 ‘산업도시’라

- 이와 함께 지역의 자립형 마을기업을 선정된 관광명품과 연

는 응답이 72.1%로 나타났지만 방문 후에는 생태도시(22.0%)

계해 활용하는 한편 운영자금은 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기

와 해양도시(21.8%)란 이미지가 오른 반면 산업도시(45.7%)

보단 지원대상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운영주체가 부담토록

의 이미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 이처럼 울산은 산업과 함께 생태, 해양, 산악 등이 함께 어우

것임

러진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함
-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울주군 지역에 몰려있는 울산의 관광
자원을 산업·생태·해양·산악·역사문화 등 5가지 유형으로 재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79호
I발행사항 2014. 2. 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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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 김승길 |

‘빅데이터’란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는 수집·저장·관리·분석

공, 도시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

이 어려운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뜻한다.

여 도시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다양한 분야로

예를 들어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백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울산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화점, 슈퍼마켓,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 설치된 CCTV와 신용카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드 단말기, 각종 센서에서 생성되고 축적되는 각종 정보들이 ‘빅

- 울산시는 시민들의 평균연령이 36세로 매우 낮고, 인터넷

데이터’로 분류된다.

이용환경이 7대 대도시 중 가장 양호한 도시로 향후 빅데이

이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는 최근 민간은 물론 정

터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오픈플랫폼 구축이 될 경우 시민들

부 및 공공부문에서 일반행정, 도시관리, 환경, 안전, 교육, 교통,

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로 효율적인 도시행정을 구현하는데

경제,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 그 가치를 높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여가고 있다.
인터넷 이용환경이 7대 도시 중 가장 양호한 울산도 향후 ‘빅데이

● 울산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체계적 계획수립과 기반시스템 구

터’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축 선행돼야

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의 선행작업

- 첫째, 울산광역시 시정지표인 ‘한국 행정혁신의 리더 울산’

이 요구되고 있다.

을 달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정부3.0 추진계획(2013)』 수
립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중점 추

● 빅데이터(Big Data)란?
-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규모(Volume)가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Variety)하며, 순환속도(Velocity)가 매우 빨라서

진과제로 계획 중으로 현재 빅데이터 추진 초기단계임을 고
려해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실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

- 둘째, 공공부문 빅데이터의 핵심은 데이터 자체의 공유와

는 것으로 규모, 다양성, 속도측면에서 다양한 유용성을 지님

개방에 있으므로 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 특히 규모면에서 전수분석이 가능해 정보왜곡이 줄어들고,

큰 공공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 및 확대를 추진하고,이

다양성면에서는 변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

와 함께 관련 데이터를 모아 쉽게 자료를 공유하여 활용할

며, 속도면에서는 실시간 ‘나우캐스팅(Nowcasting)이 가능하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플랫폼 구축

여 다양한 분야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큼

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과
연계 개방 추진

● 美·英 등 선진국과 서울시, 교통·시설물 관리 등에 ‘빅데이터’

- 셋째, 빅데이터 수집, 분석, 예측 등을 실행하기 위한 전담조

적극 활용 나서 … 인터넷 사용 환경 뛰어난 울산도 빅데이터

직 구성으로 울산광역시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

이용한 도시행정 효율화 ‘기대’

보와 관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빅데이터 포럼’을 만들어

-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 서울시에서도

주기적인 미팅 실시

공공정보 민간개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빅데이터
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오픈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통정보 제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80호
발행사항 2014. 2. 28, 24면

연구실적 I 이슈리포트

울산의 도시공원 조성 전략,
공급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하다
| 권창기 |

울산은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13.44㎡로 7대 도시 가운데

도시공원정책 수립이 요구됨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역사적 상징을 모태로 한 부산의 ‘용두산공원’ 등

● ‘공원 도시 울산’ 만들기, 차별화 된 정책 전략 마련돼야

과 같이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주제공원’이 상대적으

- 울산이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

로 부족하고 도심부의 과다한 공원구역 지정과 공원 조성 장기 미

해선 우선 공원 조성의 정책기준을 기존 ‘지정면적’에서 ‘조

집행에 따른 민원 야기 등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도시

성 및 관리면적’으로 전환시켜 도심부의 과다 지정에 따른

공원의 운영·관리면에서 정책적 검토와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

재산권 제약 등 민원발생 소지를 낮추고 수요자 중심의 도

한 시점이다.

시공원 정책을 펼쳐야 함

이에 따라 울산은 우선 도시공원 조성 기준을 현재 공급위주의

- 이를 위해 장래 서비스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도시공원의 (지

‘지정면적’에서 수요자 중심의 ‘조성 및 관리면적’으로 전환시켜

정 및 조성) 총량제를 도입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장래서비스 인구 추계와 해당 구·군의 재정여건 및 관리운영에 소

과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함께 고려한 효율적 도시공원 정

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공원 정책 방안이 마련

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돼야 한다.

- 또한 공원의 조성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테

또한, 역사, 문화 등을 테마로 공원기능을 살린 ‘주제공원’을 늘리

마의 주제공원을 확충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고 이용자 수가 줄어든 지역은 공원지정을 해제하고 반대로 수요

있도록 지정 후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도시공원에서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공원지정을 재검토하는 등 토지의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도 병행돼야 함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 이 밖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주제공원은 시설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교육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해 지역 주

● 울산의 도시공원, 인구 대비 7대 도시 최고 수준

민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함

‘역사·문화·교육’ 등 기능적 장점을 갖춘 주제공원은 상대적으
로 미흡
- 울산은 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이 39.22㎡, 조성면적은
13.44㎡로 외형적 특성에서 7대 도시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
- 하지만 역사,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갖춘 ‘주
제공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도시공원의 유형별 편차가 발
생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등 대외적 여건 변화
에 따른 도시공원의 이용효율과 관리의 문제에 대해 검토가
소홀한 측면이 있고 도시계획상 과다지정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와 장기 미조성 시설에 대한 재검토 등 보다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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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업별 취업자
추이 분석과 전망

| 이재호 |

고용 없는 성장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로 인하여 취업자 개

체의 경제 등 외부적 상황의 발생이나 정책의 변화, 공공부문의

인에게는 일자리 감소와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지역으로서는 경

우선 정책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포괄할 수는 없다.

기활성화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산업별 취업자가 어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제조업에 대한 취업자 수

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향후 탐구가 필

의 하락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의 취업자와 도·소매·숙박·음

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점업 취업자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특히

산업부문에서 취업자 패턴의 변화 추이와 이런 추이가 계속 지속

2008년 상반기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과거 10년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4년부터 2014년 1/4분기

이러한 전망치가 갖는 의미는 적어도 향후 2년간은 울산광역시

현재까지 산업유형별로 취업형태를 시계열로 살펴봄으로써 울산

전체 취업자 수가 550,000명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할 것으

광역시의 추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추세변동을 고려한 Holt의 지

로 나타나는 바, 취업자 유지의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작용해야 할

수평활법 및 계절적 요인이 발생하는 산업부문에서는 Winters의

것으로 판단된다.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향후 2년에 대한 패턴의 진행 과정을 통

울산광역시의 취업자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해 전망치를 예측하였다. 추세성향은 시계열 자료를 시계열 산점

상당히 높은 것은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결코 무시할 수

도로 그려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2004년 1/4분기

없는 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

에서 2014년 1/4분기에 대한 실측치를 산점도화하여 평균절대오

러한 상황이 포화되거나 아니면 경기에 영향을 받아 제조업 취업

차(Mean Absolute Error: MAE),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Root Mean

자가 급감하게 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다각도의 전략

Square Error: RMSE), 절대백분율오차의 평균(Mean Absolute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ercentage Error: MAPE)을 모두 고려하고, 이들 측정치 가운데
어느 한 측정치를 작게 하는 모형이 다른 측정치들도 작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를 측정치에 근거하여 예측하였다.
2014년 1/4분기 현재 울산광역시 취업자 수는 547,000명 정도이
며 이 가운데 농림수산업 취업자는 1.10%(약 6,000명), 제조업 취
업자는 36.75%(약 201,000명), 건설업 취업자는 6.58%(약 36,000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8.5%(약 101,000명), 사업·개
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취업자는 29.43%(약 161,000명), 전기·운수·
통신·금융 취업자는 7.86%(약 43,000명)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
다. 과거 10년간의 추세와 각 산업의 변화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2016년 1/4분기는 2014년 1/4분기 현재보다 10,000명 정도가
많은 555,7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치는 과거의 추세나 흐름이 계속 진행된다는 가정하
에서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을 뛰어넘어 세계 및 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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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울산경제에 미친 영향

| 이은규 |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현재 47개국(9건)과 FTA를 체
결해 발효 중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물론 울산지역의 주요 수출대상

•FTA는 궁극적으로 관세철폐를 통한 협정국 상호간의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비협정국에는 차별을 두는 협정임

국가인 EU, 미국과의 FTA 성과를 분석한 결과EU와의 교역은 예상과 달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상

경제권인 EU와 거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함으로

당한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써 관세인하에 따른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을 선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EU지역의 경우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해 FTA

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음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국가별 그리고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EU의 경우 2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

다. 한편 한·미 FTA의 경우, 당초 예상대로 울산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

며 이 밖에도 중국, 중국·일본, RCEP 등 수많은 국가들과 동시다발

과를 주고 있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화강세, 글로벌 경쟁심화 등 수

적인 FTA가 추진되고 있어 국가 및 시장별 그리고 품목별로 체계

출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

적이고 전략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다.

- 한·미 FTA, 성과 크지만 무역불균형에 따른 美 우려 목소리 대비를

또한,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과 FTA협상이 빠르게

•한·미 FTA는 당초 예측대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

진행되고 있는 만큼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수립, 수출증

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 측의 경우 의회와 시민단체를 중

대방안 모색 등 중소수출기업들과 관련 지원기관들 간의 협력적 대응이

심으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요구된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요구,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의의 제기 등 다양한 형태의 통상압력

● 한·EU FTA,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효과 부진 / 한·미 FTA, 대규모 수출
증대 등 뚜렷한 성과

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화강세 기조의 지속으로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EU의 경우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입수요 감

•이에 따라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 증명절차에 대해 충분

소로 FTA 발효(2011.7.1)에 대한 효과가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

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변화에 대한 환위험관리, 제품의 품

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박분야의 수출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질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FTA 활용’ 정부정책 연계… 지역차원 지원체계 구축해야

- 반면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FTA 발효

•정부는 FTA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중소기업과 대기업 협

(2012.3.15)에 따라 FTA 수혜품목(석유제품, 음식료, 신발 등)을 중심

력업체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활용촉진을 위

으로 한 수출증대로 인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한 종합대책(2013)’과 그 후속 대책인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

- 울산지역의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 품목을 중심으로 대 EU 수출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조선분야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상
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화 방안’을 마련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지역차원에서는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중
앙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반면 한 ·미 FTA의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 품목들을 중심으로 가파

•더불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지역 내 유관기관 또

른 수출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크게 증가하

는 지원기관을 연계해 지역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고 있음
● 울산경제, ‘FTA 가속화’ 대응하려면
- 여러 국가 및 경제권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수출선점효과 극대
화 위한 체계적 대응전략 필요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83호
발행사항 2014. 7. 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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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진입한 울산,
뉴시니어 사회참여 활성화하려면
–연령별 특성 고려한 일자리·봉사활동 창출해야
| 이윤형 |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울산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였다.
울산은 현재 ‘뉴시니어’(New Senior·새로운 노인세대)라고 불리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면서 기존의 노인 세대를 포함, 고령사회로 급격히 나아가고
있다.
오는 2029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울산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차
지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뉴시니어의 새로
운 특성을 이해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
야 할 시점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1) 결과, 울산의 노인 세대는 경제활
동 및 사회참여 욕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스스로 생활비를 마
련하기를 원하고 일자리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활동에 관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니어를 위한 ‘울산형 사회참여 방안’으로는 △다양한 은퇴세
대에 따른 연령대별 일자리 창출 △보육과 노인사회참여를 연계
한 노인일자리 확대 △경력직 퇴직자들의 지식·기술 이어갈 일자
리 및 유급봉사활동 마련 △전문, 비전문 봉사영역에 따른 봉사단
창설 및 운영지원 등 지역 특화형 방안들이 필요하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84호
발행사항 2014. 7. 25, 36면

연구실적 I 이슈리포트

로컬푸드 활용·급식포털 구축 등
안전하고 건강한 울산학교급식을
-울산지역 학교급식 개선방안 연구| 이영란 |

2014년 1월 1일 현재 울산지역 내 초등학교(119개), 중학교(61개), 고
등학교(53개), 특수학교(3개) 등 각급 모든 학교가 급식을 시행하
고 있다. 울산지역에서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17만여 명
에 달하며, 대부분의 학교가 교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직영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우수한 품질과 안정된 수급을 위해
2010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학교급식지원
센터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
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울산지역 학교급식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식재료의 품질, 급식의
견 수렴, 배식원의 친절 등 세부 평가항목도 전국 평균보다 저조
한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
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①
공동구매, 계약재배 형태의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② 급식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학교급식포털 구축 ③ 영양(교)사, 조리사
(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④ 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시민 등
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85호
발행사항 2014. 9. 5,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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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울산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

| 황진호 |

우리나라는 70~80년대 들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산업정책을 전개해 왔다. 울산은
2003년 착수한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지역산업지원사
업의 시초 격이며, 최근 지역정책 재편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울산은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산업을 선
정·지원했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
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분야를 지원해 왔다. 이 같은
전략산업의 외형적 성과로 울산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고용성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지역의 고용성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울산
은 전략산업이자 대표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성장효과 및 산업구
조효과가 높아 고용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타 지역과의 입지조
건을 비교할 수 있는 지역할당효과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
났다.
울산은 최근 재편된 지역산업정책의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산업의 입지여건 개선 및 물동량 수송을 위한 교통물류
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표적 지역정책인 지
역산업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정책의
권한·책임 확대를 위한 집행·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86호
발행사항 2014. 9. 19, 24면

연구실적 I 이슈리포트

‘관광도시 울산’ 실현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 방안

| 유영준 |

관광객 스스로 체험하는 관광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보는 것도
체험이지만 관광지의 문화관광해설사나 박물관의 도슨트로부터
듣는 해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문화·역사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은 오는 2015년 이후 오토밸리산업관광전시관 개관, 비즈니
스호텔 2개소 건립 및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설 등 관광 관련 인
프라의 대거 확충이 예상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관광전문
인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4년 현재 울산지역에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
관의 경우 고교·대학교를 통틀어 4곳 밖에 없으며, 관광 전공 고
교생의 동일 전공 대학진학 및 취업률 또한 낮은 것으로 미루어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산학 교류를 통한 관광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대학과 호텔 등 업계 간의 MOU △울산관광협
회의 기능 다양화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들에 관광연계 전공을
개설하여 부전공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87호
발행사항 2014. 10. 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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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10년,
추진성과와 평가

| 이상현 |

1960년 급속한 경제성장의 중심이 된 울산은 환경오염의 문제로
한때 ‘공해도시’라고 불리어 졌다.
울산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민선 3기부터 경제성
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생태도시의 패러다임을 시정 전반에 도입했
으며,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을 시작으로 울산형 생태도
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울산의 분야별 환경
지표와 시민들의 만족도는 급속하게 상승했고 산업도시, 공해도
시에서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화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
기에 이르렀다.
에코폴리스 울산의 결과물로 나타난 ‘울산형 생태도시’의 성공 사
례는 향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산업도시에 중요한 롤모델이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러한 성공을 밑거름으로 울산은 향후 환경정책의 중요한 이슈
가 될 ‘기후변화’와 ‘시민건강과 안전도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의 ‘울산형 생태도시’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88호
발행사항 2014. 10. 31, 16면

연구실적 I 이슈리포트

정부 유망서비스 육성대책,
울산의 연계분야 및 대응방안

| 이경우 |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정책방향과 세부사업들을 소개했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6개 유
망 서비스 분야를 우선적으로 혁신해 향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
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울산은 이 같은 정책변화와 육성 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고,
정부의 계획과 연계한 정책수립 및 지역 특색, 경쟁력 등을 고려
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유망서비스업 육성정
책을 살펴보고, 울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육
성사업과의 연계성 및 분야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89호
발행사항 2014. 11. 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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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고’ 청소년 고용정책,
울산에 주는 시사점은

|정 승|

울산은 전국을 기준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연령대별로 살
펴보면 청년층의 취업률이 중·장년층과 비교해 훨씬 낮다.
울산의 청년층 고용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된 청소년
층 실업문제를 극복한 영국 글래스고의 청소년 고용정책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울산은 글래스고의 고용정책 가운데 청년 고용을 효과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단일 협의체를 구성한 점에 핵심을 두고, 현재 여러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복잡한 고용 지원정책을 단순화하는 등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90호
발행사항 2014. 11. 28, 28면

연구실적 I 이슈리포트

울산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를 바탕으로

| 김승길 |

울산은 항만 및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물류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지만 물류산업의 내실을 들여다 보면 90% 이상이 개인사업체 위
주의 화물운송업에 치중되어 있고, 종사자 규모도 10명 미만인 영
세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울산의 물류산업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세한 사업구조, 노
동생산성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
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업 위주의 지역 물류
산업을 물류시설운영업과 물류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주요 물류거점시설 조성 시 물류업체 집적화를 통한 동반
성장기반 제공 △중소물류기업 대상 협동조합형 공동경영 정착
추진 △물류 공동화·표준화를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화주
-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91호
발행사항 2014. 12. 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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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한 방안,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 이주영 |

2014년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기존 공동주택의 주
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해체작업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
요되는 기존 정비사업과 사업추진의 경제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재생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유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
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사업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모든 노후주택단지
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울산지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적용을 위해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된 타 지역 사례의 특성을 알아보고 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울산광역시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저비용 사업방식 개발, 도시재생 전략으로 활용 등을 정책으로 제
안한다.

과제구분 이슈리포트 제92호
발행사항 2014. 12. 26, 20면

연구활동
계간지
「울산발전」
울산의 당면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울산’의 대표적 종합
정책 정보지를 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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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3 (2014. 3)

蓮岩立論

즐거움과 배움이 가득한 생태관광지 ‘태화강’, 이젠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또 한번의 ‘기적’ 준비해야 / 하동원

기획특집

“생태관광 울산” 활성화 방안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이정학
울산,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를 꿈꾸다 / 강미희

지역논단

국내 유턴기업의 지역 내 유치준비가 필요하다 / 이은규
울산, 새로운 도시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다 / 이재호
울산형 자전거체험투어 개발 방안 / 유영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울산경제의 성장 / 정 승

경제동향

2013년 4/4분기 경제동향 / 정 승

열린 市政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 이기훤

공감 行政

문수야구장 준공 / 박민정

울산발전,

“기적의 태화강, ‘생태관광 울산’의 효시(嚆矢)로 또 다른 기적 이뤄내길”

리더를 만나다

/ (사)울산광역시 관광협회 박형근 회장
“울산시민의 자부심 ‘태화강’을 세상에 알리는 생태해설사”
/ 울산광역시 태화강생태해설사회 박창현 회장
“태화강의 생태가치, 지금 모습 그대로 후세에 전해줘야”
/ (사)태화강보전회 김창규 상임대표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연구활동 I 계간지 「울산발전」

Vol.44 (2014. 6)

기획특집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지역의 과제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수립해야 / 이창형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하여 상상이 현실로 되는 ‘미래상상도시' 울산만들기 / 강종진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생활공간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목하자 / 주은수
안전한 생태도시 울산 / 조홍제
울산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모색 / 한삼건

지역논단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성과와 개선방안 / 황진호
가족이 낳아 지역사회가 함께 기르는 도시 / 박혜영
울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 이주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과 울산시 건축 정책방향 / 변일용

경제동향

2014년 1/4분기 경제동향 /정 승

열린 市政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박문길

공감 行政

시민 행복을 여는 맞춤형 복지도시 울산구현 / 최이식

울산발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출범하는 민선 6기가 이뤄내야 할 과제”

리더를 만나다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김도희 교수

해외출장리포트

글로벌 산업생태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 / 김희종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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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5 (2014. 9)

蓮岩立論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행보·주민정착 제고할 때 / 황시영

기획특집

울산혁신도시 정착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혁신도시의 주민정착과 도시발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방안 / 김재홍
인터뷰“혁신도시 여건 개선되고 있지만 정착 힘든 이유 귀담아줬으면” / 박진우

지역논단

최근 울산지역 주력산업 현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강영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도입과 합리적 운영방안 / 윤영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공동화 사례를 통한 시사점 / 김승길

경제동향

2014년 2/4분기 경제동향 /정 승

열린 市政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 노동완

공감 行政

‘도시공원’ 조성, 울산의 품격 높인다 / 안창원

해외출장리포트

유럽의 산업관광지를 다녀와서 / 유영준, 권창기, 김승길
베트남 중부지역 문화유산탐방 / 황현진, 원수진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연구활동 I 계간지 「울산발전」

Vol.46 (2014. 12)

蓮岩立論

울산대교 개통을 기다리며 / 황시영

기획특집

울산대교 개통과 도시발전 방향
울산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 / 김성득
울산대교 개통과 도시발전 방안 / 한삼건

지역논단

울산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요인과 현황 / 이경우
울산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의 가능성 / 김상우
울산광역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 이윤형
창조도시 울산, 마리나 클러스터 조성 필요하다 / 김석택

경제동향

2014년 3/4분기 경제동향 /정 승

열린 市政

북구 국도변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 / 허시종

공감 行政

‘건강도시 울산’ 최고의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 박기종
상생의 힘 ! 울산 상주예술단체, 지역을 넘어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꿈꾼다 / 이경미

울산발전,

내년 ‘울산대교’개통, 교통·산업·관광분야 등 동구 새 도약 계기될 것

리더를 만나다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명호

해외출장리포트

연구원 교육연수단, 일본 주요 도시·기관 탐방기 / 김의환 외 교육연수단
집안과 백두산을 다녀와서 / 유영준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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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울산경제의
窓
울산발전연구원은 「월간 울산
경제의 窓」을 통해 지역경제
정책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현안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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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2014. 1)
Economic Trend
(경기)

•11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0.1로 전월과 비교해 0.5% 상승했으며,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
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보다 0.2p 상승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비농림어업취업자와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소비재 내수출하지수는 전월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실질수출액이 4.2% 늘어나며 전
반적인 경기상황을 견인했다.

Trade

•울산의 12월 수출은 전월보다 7.1% 감소하며 7,77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의 對 남아

(무역)

프리카∙멕시코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월보다 101.2%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이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對 일본과 중국 수출이 많이 감소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1% 큰 폭으로 감소했
지만, 울산의 수출품목 1위를 지켰다.

Production
(생산)

•울산의 11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1.3으로 전월보다 0.4% 다소 감소했다. 석유정제(1.3%)
와 화학제품(7.9%), 조선(2.4%)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전자부품(42.9%), 기계
장비(11.2%), 자동차(1.9%), 이차전지(17.2%)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10.7로 전월보다 0.5% 감소,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17.3으로 전월
보다 3.5%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석유 정제품 및 화학제품의 출하가 늘어났고, 재고는
감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10월 고용은 102,007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3.6% 증가했다. 온산 국가
산업단지의 고용은 16,530명으로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12월 자본재 수입은 기타산업기계와 해양구조물 및 부품이 많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
간보다 1.9% 증가한 640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11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발주가 모두 증가하며 건설수주액이 463,192백만
원으로 전월보다 567.4% 증가했다. 건축허가면적은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건축허가가 늘
어났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감소했고, 건축물 착공면적은 아파트와 교육연구시설의 착
공이 많이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6.2% 증가했다.

Consumption
(소비)

•11월 울산 소비는 오랜만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소비가 모두 전월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나
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783억 원으로 전월보다 7.9%,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각각 증가했
다. 또한,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올해 중 가장 높은 판매액을 기록했다.

연구활동 I 울산경제의 窓

2월호 (2014. 2)
Economic Trend
(경기)

•12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1.0으로 전월과 비교해 0.6% 상승했으며,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
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6으로 전월보다 0.5p 상승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광공업생산지수와 생산자출하지수, 수출액이 전월
보다 감소했지만, 비농림업취업자와 소비재 내수출하지수가 각각 0.6%, 2.3% 늘어나며 전반적
인 경기상황을 견인했다.

Trade
(무역)

•2014년 울산의 1월 수출은 전월보다 9.4% 증가하며 8,500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와
원동기 및 펌프의 對 앙골라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 자동차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1.0%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對 네덜란드와 대만, 말레이지아, 필리핀 수출이 많이 증가하며, 전월보다 큰 폭
(55.4%)으로 증가해, 울산의 수출품목 1위를 지켰다.

Production
(생산)

•울산의 12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1.1로 전월보다 0.3% 다소 감소했다. 화학제품(4.5%)
과 자동차(4.7%)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석유제품(5.3%), 기계장비(5.7%), 조
선(32.2%), 이차전지(21.4%)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09.8로 전월보다 1.0% 감소,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13.0으로 전월
보다 3.5%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석유 정제품 및 기계장비의 출하가 늘어났고, 재고는
감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11월 수출은 6,012백만 달러, 고용은 102,332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2%, 3.8% 각각 증가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은 16,301명으로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Investment
(투자)

•2014년 울산의 1월 자본재 수입은 운반하역기계를 제외한 품목 대부분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
월보다 18.9%,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3% 각각 감소한 51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12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발주가 모두 증가하며 건설수주액이 429,871백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6.2% 증가했다. 건축허가면적은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교
육연구 및 운수시설의 건축허가가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고, 건축물 착공면
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착공이 많이 증가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7% 감소했다.

Consumption
(소비)

•12월 울산 소비는 백화점의 소비가 전월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대형마트의 소비가 큰 폭으로 늘
어나 전월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818억 원으로 전월보다 1.8% 증가했다.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또한 대형마트의 소비증가에 힘입어 2013년 중 가장 높은 판매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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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2014. 3)
Economic Trend
(경기)

•2014년 1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08.3으로 전월과 비교해 0.6% 상승했으며, 현재 경기상황
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생산자출하지수는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비농림어
업취업자와 광공업생산지수, 소비재출하지수, 실질수출액이 각각 1.4%, 1.5%, 2.8%, 16.0% 늘어나
며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견인했다.

Trade
(무역)

•울산의 2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 감소하며 6,90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의 對 싱가포르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 자동차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 울산의 수출품목 1위인 석유제품은 對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수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일본과 중
국수출이 감소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Production
(생산)

•2014년 울산의 1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2.3으로 전월보다 1.8% 증가했다. 이차전지
(14.9%)와 자동차(1.0%), 전자부품(5.8%)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석유제품
(4.3%), 화학제품(0.2%), 조선(33.8%), 기계장비(20.2%)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08.4로 전월보다 2.3% 감소,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25.5로 전월보
다 9.0%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화학제품의 출하가 늘어났고, 재고는 감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12월 생산은 131,542억 원, 수출은 6,422백만 달러, 고용은 102,629명으로 전
월과 비교해 5.3%, 6.8%, 0.3% 각각 증가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41,859억 원, 수출은
1,794백만 달러, 고용은 16,529명으로 전월보다 4.6%, 2.9%, 1.4% 각각 증가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2월 자본재 수입은 원동기 및 펌프와 정전(static electric)기기, 기타 기계 등의 품목이 늘
어났지만, 전월보다 2.9%,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7% 각각 감소한 50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1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발주가 모두 감소하며 건설수주액이 92,163
백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5% 감소했다. 건축허가면적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과 운동 및 업무시설의 건축허가가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했고, 건축물 착공
면적은 운동시설의 착공이 많이 증가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6% 감소했다.

Consumption
(소비)

•2014년 1월 울산 소비는 백화점의 소비가 전월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대형마트의 소비가 큰 폭
으로 늘어나 전월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83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
다 11.1% 증가했다.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대형마트의 소비는 늘었지만, 백화점 판매액이
많이 하락하며 전월보다 다소 감소했다.

연구활동 I 울산경제의 窓

4월호 (2014. 4)
Economic Trend
(경기)

•2014년 2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0.9로 전월과 비교해 0.2% 상승했으며,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광공업생산지수와 실질수출액은 전월보다 감소했
지만, 비농림어업취업자와 소비재출하지수, 생산자출하지수가 각각 0.1%, 0.9%, 0.6% 늘어나며
전월의 경기상황을 유지했다.

Trade
(무역)

•울산의 3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하며 7,83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 자동차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다.
•울산의 수출품목 1위인 석유제품은 對 싱가포르와 일본, 네덜란드 수출이 많이 증가하며 전월보
다 14.5% 증가했다.

Production
(생산)

•2014년 울산의 2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08.3으로 전월보다 3.7% 감소했다. 이차전지
(30.1%)와 자동차(13.4%), 전자부품(9.6%), 화학제품(0.5%), 기계장비(4.4%)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석유제품(8.2%), 조선(24.2%)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09.6으로 전월보다 0.7% 증가,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23.9로 전
월보다 0.6%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차전지와 자동차의 출하가 늘어났고, 재고는 감
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2014년 1월 생산은 117,975억 원, 고용은 99,742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5.5%,
2.8% 각각 감소했고, 수출은 5,942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7% 증가했다. 온산 국가산
업단지의 생산은 41,188억 원, 수출은 1,526백만 달러로 전월보다 1.6%, 16.5% 각각 감소했고, 고
용은 16,850명으로 4.4% 증가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3월 자본재 수입은 동제품과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이 늘어나며, 전월보다 3.6% 증가, 전
년 같은 기간보다 20.4% 감소한 52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2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발주가 많이 증가하며 건설수주액이 517,149백만 원으
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9.6% 증가했다. 다가구주택·아파트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건축허
가와 착공이 많이 늘어나며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6.9%, 건축물 착공면적은
31.9% 각각 증가했다.

Consumption
(소비)

•2014년 2월 울산 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39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역시 대형마트
와 백화점 판매액이 많이 하락하며 전월의 증가세에서 내림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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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호 (2014. 5)
Economic Trend
(경기)

•2014년 3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1.5로 전월과 비교해 0.5% 상승했으며,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전월보다 0.3p 상승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비농림어업취업자와 소비재출하지수는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광공업생산지수와 생산자출하지수, 실질수출액이 각각 5.5%, 4.9%, 6.2% 늘어나며
울산 경기의 상승국면을 이끌었다.

Trade
(무역)

•울산의 4월 수출은 전월 같은 기간보다 32.7% 증가하며 9,38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의 對 라이베리아와 싱가포르, 독일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3.3% 증가했
고, 자동차 수출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8% 증가했다.
•울산의 수출품목 1위인 석유제품은 對 싱가포르와 일본, 인도네시아 수출이 많이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1% 증가했다.

Production
(생산)

•2014년 울산의 3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2로 전월보다 5.4% 증가했다. 자동차(27.3%)
와 이차전지(13.7%), 석유제품(3.7%), 화학제품(5.2%), 전자부품(0.2%)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증가했고, 조선(18.4%), 기계장비(19.2%)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15.0으로 전월보다 4.9%,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24.8로 전월보다
1.5% 각각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차전지와 석유화학제품의 출하가 늘어났고, 재고는
감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2014년 2월 생산은 110,656억 원, 고용은 99,215명, 수출은 4,965백만 달러
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4.6%, 2.7%, 10.4% 각각 감소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37,058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5% 감소했고, 수출은 1,627백만 달러, 고용은 16,873명으로 전월보다
6.6%, 0.1% 각각 증가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4월 자본재 수입은 동제품과 해양플랜트부품 등의 품목이 늘어나며, 전월보다 22.8% 증
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 감소한 64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3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발주가 많이 증가했지만, 건설수주액이 51,453백만 원
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3% 감소했다. 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단독주택과 자동차관련시설
의 건축허가와 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단독주택과 교육연구시설의 착공이 많이 늘어나며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1% 증가했고, 건축물 착공면적은 전월보다 18.5% 증가했다.

Consumption
(소비)

•2014년 3월 울산 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소비가 전월보다 늘어나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719억 원으로 전월보다 21.6% 증가했다.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역시 대형마트와 백화점 판
매액이 전월보다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연구활동 I 울산경제의 窓

6월호 (2014. 6)
Economic Trend
(경기)

•2014년 4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1.6으로 전월과 비교해 0.2% 상승했으며, 현재 경기상황
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광공업생산지수와 생산자출하지수, 소비재출하지
수는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비농림어업 취업자와 실질수출액이 각각 0.3%, 17.7% 늘어나며 울산
경기를 지탱했다.

Trade
(무역)

•울산의 5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하며 8,000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의 對 마샬군도와 싱가포르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3%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울산의 수출품목 1위인 석유제품은 對 싱가포르와 일본, 미국 수출이 많이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0% 증가했다.

Production
(생산)

•2014년 울산의 4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2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자동차(22.6%)
와 석유제품(14.1%), 이차전지(10.8%), 전자부품(15.6%), 화학제품(2.1%)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
간보다 증가했고, 조선(15.4%), 기계장비(12.5%)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11.7로 전월보다 3.1% 감소,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31.7로 전월보다
5.6%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화학제품의 출하가 늘어났고, 재고는 감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2014년 3월 생산은 122,79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7% 증가했고, 고용은
98,818명, 수출은 5,091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6%, 4.1% 각각 감소했다. 온산 국가산
업단지의 생산은 42,364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감소했고, 수출은 2,163백만 달러, 고용은
16,898명으로 전월보다 5.6%, 3.6% 각각 증가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5월 자본재 수입은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등의 품목이 늘어나며, 전월보다 0.5% 감
소,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63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4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발주가 모두 증가하며, 건설수주액이
237,946백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5.5% 증가했다. 아파트·부대시설 등 공동주택과 의료
시설·교육 연구시설의 건축허가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료시설의 착공
이 많이 늘어나며 건축허가면적은 전월보다 71.4% 증가했고, 건축물 착공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6.6% 증가했다.

Consumption
(소비)

•2014년 4월 울산 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소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532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9% 감소했다.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대형마트
판매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며 전월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183

184
2014 UDI Annual Report

7월호 (2014. 7)
Economic Trend
(경기)

•2014년 5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1.9로 전월과 비교해 0.4% 상승했으며,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비농림어업 취업자와 실질수출액은 전월보다 감
소했지만, 광공업생산지수와 소비재출하지수, 생산자출하지수가 각각 0.8%, 0.7%, 3.6% 늘어나
며 울산 경기를 지탱했다.

Trade
(무역)

•울산의 6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하며 7,67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의 對 미국과 싱가포르, 마샬군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7%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 또한 전월보다 1.7% 증가했다.
•울산의 수출품목 1위인 석유제품은 對 중국과 인도네시아, 호주 수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다.

Production
(생산)

•2014년 울산의 5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5.0으로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석유제품
(15.7%)과 자동차(3.9%), 화학제품(0.9%)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조선(13.1%)과
이차전지(12.2%), 기계장비(6.6%)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15.9로 전월보다 3.6% 증가,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19.4로 전월보다
9.0%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화학제품과 이차전지의 출하가 늘어났고, 재고는 감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2014년 4월 생산은 124,521억 원, 수출은 6,648백만 달러, 고용은 103,319명
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6%, 32.7%, 2.9% 각각 증가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40,368
억 원, 수출은 1,770백만 달러, 고용은 16,62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0%, 12.9%, 2.4% 각각 증가
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6월 자본재 수입은 동제품과 정전(static electric)기기 등의 품목이 늘어나며, 전월보다
0.8%,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각각 감소한 63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5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발주가 모두 증가하며, 건설수주액이
218,888백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7.2% 증가했다.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과 공장·창고
시설의 건축허가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착공이 많이 늘어나며 건축허
가면적은 전년같은 기간보다 130.0% 증가했고, 건축물 착공면적은 전월보다 15.8% 증가했다.

Consumption
(소비)

•2014년 5월 울산 소비는 세월호 사고에 의한 부진에서 벗어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소비가 전
월보다 모두 늘어나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751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0% 증가했다. 전국
소비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월 및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
며 전월의 부진에서 회복했다.

연구활동 I 울산경제의 窓

8월호 (2014. 8)
Economic Trend
(경기)

•2014년 6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1.8로 전월과 비교해 0.1% 하락했으며,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보다 0.3p 하락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비농림어업 취업자와 소비재출하지수는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지수와 생산자출하지수, 실질수출이 각각 1.7%, 2.6%, 4.4% 감소하며 6월
내림세를 반영했다.

Trade
(무역)

•울산의 7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하며 7,45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의 對 싱가포르 수출이 많이 늘어났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6% 감소했고, 자동차 수출은 對
미국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4% 증가했다.
•울산의 수출품목 1위인 석유제품은 對 싱가포르와 일본, 네덜란드 수출이 많이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했다.

Production
(생산)

•2014년 울산의 6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2.3으로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이차전지
(22.7%)와 화학제품(0.8%)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석유 정제품(5.7%)과 자동
차(5.7%), 조선(9.7%), 기계장비(10.0%)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11.8로 전월보다 3.0% 감소,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09.2로 전월보
다 2.3%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이차전지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재고가 증가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2014년 5월 생산은 120,37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 수출
은 5,992백만 달러, 고용은 102,325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5.3%, 1.7% 각각 증가했다. 온산 국
가산업단지의 생산은 41,711억 원, 수출은 1,915백만 달러, 고용은 16,59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5%, 29.9%, 1.7% 각각 증가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7월 자본재 수입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과 기타기계류 등의 품목이 늘어나며, 전월
보다 4.1%,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각각 증가한 65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6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발주가 증가하며, 건설수주액이 168,305백만 원으로 전
년같은 기간보다 39.1% 증가했다. 판매시설과 공장·창고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허가와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의 착공이 많이 늘어나며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9% 증가했고, 건축물 착공면적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4% 증가했다.

Consumption
(소비)

•2014년 6월 울산 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소비가 전월 및 전년 같은 기간보다 모두 감소하
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481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1% 감소했다. 전국 소비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월 및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며 전월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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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호 (2014. 9)
Economic Trend
(경기)

•2014년 7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1.3으로 전월과 비교해 0.4% 하락했으며, 현재 경기상황
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6으로 전월보다 0.7p 하락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실질수출은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지수
와 소비재 내수출하지수, 생산자출하지수가 각각 0.4%, 1.6%, 2.0% 감소하며 7월 내림세를 반영
했다.

Trade
(무역)

•울산의 8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하며 7,76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의 對 마셜군도와 라이베리아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8.0% 증가했고, 자동
차 수출은 對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주요 국가 수출이 많이 줄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
해 22.4% 감소했다.
•울산의 수출품목 1위인 석유제품은 對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수출이 많이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4% 증가했다.

Production
(생산)

•2014년 울산의 7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2.1로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석유 정제품
(8.8%)과 자동차(5.2%), 이차전지(2.3%), 기계장비(5.5%)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
고, 화학제품(3.9%)과 조선(10.9%)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09.7로 전월보다 2.0% 감소,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29.2로 전월보다
6.7%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석유제품과 기계장비 등의 출하가 늘고, 재고가 감소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2014년 6월 생산은 108,160억 원, 수출은 5,667백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각각 10.8%, 9.7% 감소, 고용은 102,759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온산 국
가 산업단지의 생산은 38,419억 원, 수출은 1,738백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1%, 1.7%
감소, 고용은 16,595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3% 증가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8월 자본재 수입은 동제품과 회전기기 등의 품목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한 54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7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발주가 늘어났지만, 건설수주액이 129,585백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축
허가와 공장과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착공이 많이 늘어나며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같
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고, 건축물 착공면적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25.6% 감소했다.

Consumption
(소비)

•2014년 7월 울산 소비는 대형마트 판매액이 전월보다 1.1% 늘어났지만, 백화점 소비가 전월 및
전년 같은 기간보다 모두 많이 감소해,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1,483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2%
감소했다. 전국 소비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며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연구활동 I 울산경제의 窓

10월호 (2014. 10)
Economic Trend
(경기)

•2014년 8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0.9로 전월과 비교해 0.4% 하락했으며,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보다 0.6p 하락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실질수출은 전월보다 많이 증가했지만, 광공업생
산지수와 소비재 내수출하지수, 생산자출하지수가 각각 5.2%, 2.1%, 1.8% 감소하며 8월 내림세를
반영했다.

Trade
(무역)

•울산의 9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하며 6,67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의 對 마셜군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0% 감소했고, 자동차 수출은 對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주요 국가 수출이 늘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 감
소했다.
•울산의 수출품목 1위인 석유제품은 對 싱가포르와 중국, 미국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다.

Production
(생산)

•2014년 울산의 8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05.8로 전월보다 5.3% 감소했다. 석유 정제품
(9.5%)과 이차전지(37.0%)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자동차(17.0%)와 조선
(26.7%), 화학제품(4.6%), 기계장비(5.0%)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08.1로 전월보다 1.7%,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24.6으로 전월보다
3.6% 각각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석유제품과 이차전지 등의 출하가 증가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2014년 7월 생산은 118,64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 수출
은 5,205백만 달러, 고용은 102,759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0.3%, 0.6% 각각 증가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39,201억 원, 수출은 1,893백만 달러, 고용은 16,514명으로 전년 같은 기
간보다 각각 1.6%, 10.4%, 0.0% 각각 증가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9월 자본재 수입은 기계요소와 정전기기 등의 품목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60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8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발주가 늘어났지만, 건설수주액이 87,416백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6% 감소했다. 단독주택 등 다가구주택과 수련시설, 발전시설의 건축허가
와 단독주택 등 다가구주택과 창고시설, 의료시설의 착공이 많이 늘어나며 건축허가면적은 전
년 같은 기간보다 72.5%, 건축물 착공면적은 57.1% 각각 감소했다.

Consumption
(소비)

•2014년 8월 울산 소비는 오랜만에 대형마트 판매액과 백화점 판매액이 전월 및 전년 같은 기간
보다 모두 늘어나며, 대형소매점 소비가 1,598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증가했다. 전국 소
비는 백화점 판매가 보합세를 보였지만, 대형마트 소비가 많이 늘어나며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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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2014. 11)
Economic Trend
(경기)

•2014년 9월 울산 경기동행종합지수는 110.0으로 전월과 비교해 0.9% 하락했으며, 현재 경기상황
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1로 전월보다 1.2p 하락했다.
•계절조정된 5개 구성지표의 추세순환계열 중 소비재 내수출하지수는 전월보다 다소 증가했지
만 광공업생산지수와 생산자출하지수, 실질수출액이 각각 3.3%, 1.7%, 16.4% 감소하며 9월 내림
세를 반영했다.

Trade
(무역)

•울산의 10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하며 84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양플
랜트의 미국과 브루나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7.3% 증가했
고, 자동차 수출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이 감소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9% 감소했다.
•울산의 수출품목 1위인 석유제품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호주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Production
(생산)

•2014년 울산의 9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102.0으로 전월보다 3.4% 감소했다. 석유 정제
품(4.2%)과 이차전지(33.1%), 기계장비(4.4%) 등의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자동차
(5.3%)와 조선(14.6%), 화학제품(3.9%) 등의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06.1로 전월보다 1.8%,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22.0으로 전월보다
2.2% 각각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자동차 등의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2014년 8월 생산은 10조 2,200여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3% 감소,
수출은 57억 100만 달러, 고용은 10만 2,600여 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1.1%, 0.6% 각각 증가했
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3억 7,200여억 원, 수출은 19억 1,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8%, 4.6% 감소했고, 고용은 1만 6,5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다.

Investment
(투자)

•울산의 10월 자본재 수입은 기계요소와 기타기계류 등의 품목이 늘어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7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9월 울산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발주가 늘어났지만, 건설수주액이 1,090여억 원으로 전
년같은 기간보다 46.5% 감소했다.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창고시설, 공장시설의
건축허가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창고시설, 발전시설의 착공이 많이 늘어나
며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8%, 건축물 착공면적은 90.2% 각각 증가했다.

Consumption
(소비)

•지난해 추석의 기저효과로 전국과 울산의 9월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2%, 8.3% 감소
했다. 이 가운데 울산의 백화점 판매액은 780여억 원으로 전월보다 17.9% 늘어나며 2개월 연속
전월보다 증가세를 유지했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874여억 원으로 전월보다 6.7%, 전년 동월보다
12.1% 각각 감소했다.

연구활동
세미나 및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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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마을기업 성과발표 워크숍
1. 16~17
본원은 1월 16~17일에 걸쳐 지역 마을기업 사업장과 경주 마우
나오션리조트에서 ‘2013년도 마을기업 성과발표 워크숍’을 개최
했다.
워크숍에는 지역 마을기업 대표와 종사자, 마을기업설립 프로그
램 수료자,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지난해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쌓아 온 성과와
경영노하우를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운영과 마케팅 등 사업 전반
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날인 16일에는 북구의 자립마을기업으로 성장한 ㈜우리마을보

강연에는 대전마을기업지원센터 권지훈 센터장이 대전지역의 마

물상자(대표 박남수)를 찾아 가방, 액세서리 등의 판매 성공전략

을기업 추진성과와 마을기업연합회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을 배웠다.

17일은 자립마을기업, 2013년 1·2차 마을기업, 마을기업설립 프로

이어 성과발표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채수근 대표, 단장골 북

그램 수료자 등의 그룹으로 나눠 각 구·군별 담당 공무원과의 상

카페㈜ 이상정 대표, 아마존㈜ 윤재필 대표 등 16개 마을기업 대

담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표자가 나서 매출, 고용창출, 마케팅 효과 등의 사업성과와 향후

중구 도시재생 공청회
2. 21
2월 21일 중구컨벤션에서 본원이 주관하고 울산시, 중구청이 주
최한 ‘중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성민 중구청장과 관계 전문가, 주
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원 권태목 박사는 사업 구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산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태화강(현재)ECO(미래)-육성기(과거)’를 테마로 설정했다.
추진사업으로 원도심의 범위를 중앙시장·젊음의 거리·문화의 거

토론에 나선 최명훈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혁신도시에서 원

리에서 태화강 둔치까지 더해 상권을 넓히는 △‘태화강 권역확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남북 메인도로가 필요하다”고, 윤태희

장 사업’, 혁신도시~원도심 자전거길 조성 또는 셔틀버스 운행,

울산화랑협회장은 “문화의 거리를 최대한 활용해 ‘예술특구’를

원도심 주차장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혁신도

만들고, 작은 골목길에 이야기도 다양하게 입혀보자자”고 각각

시와 구도심 연계사업’, 유네스코 육성(六城)기 홍보 및 폐굴뚝·

제안했다.

공가 등 활용한 마을사업 등이 포함된 △‘지역잠재자산 활용사

김종희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사람들이 모이면 상권활성화가

업’, 울산기업 상설 홍보관 성치 및 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가능하다”며 “원도심 일원의 빈점포를 활용해 골동품, 민속품 등

리모델링 사업 등 △‘사회적자본 창조사업’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의 테마거리를 조성하자”고 말했다.

연구활동 I 세미나 및 주요행사

제1회 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개최
3. 4

위원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온실가스 감축과 기
후변화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본원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 위원장이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기조강연
을 했다.
이어 소방방재청 한상만 서기관이 ‘국가 기후변화(재난·재해) 적
응대책’, 부산지방기상청 허철운 사무관이 ‘울산지역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본원 이상현 박사는 “최근 울산지역에 폭설·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울산이 에코폴리스(자연생태도시)로 거듭
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울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성과 및 평가’라는 주제발표
에서 기후적응 친화도시가 되려면 산업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예측 평가체계 구축, 기후변화적응 신산업발굴, 기후 친화형 농

3월 4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2014 제1회 울산기후변화포럼 심포

축산업 육성, 농축산·가축질병·수산업 등 피해예방 체계를 구축

지엄’을 개최했다. 장만석 경제부시장, 녹색성장위원회 이승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안전포럼 창립총회
3. 6
3월 6일 롯데호텔에서 울산시가 주최하고 본원이 주
관한 이번 행사에는 박맹우 울산시장과 하동원 울
산발전연구원장, 29명의 포럼 위원 등 7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울산안전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창립총회에서는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박종훈
초빙교수가 포럼 대표로 선출됐다.
박종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산업안전분과와 생활안
전분과가 함께 융합해 안전포럼이 울산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연결핀 역

럼대표와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운영규정 승인, 사업계획 등이 보

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됐다. 3부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장, 분과간사 선출 및 분과별

1부 창립기념식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임진혁 교수가 '안전

운영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과 시민 행복'을 주제로 정책특강을 했고, 2부 본회의에서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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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업무협약 체결
3. 14
본원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
생교육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월 14일 울
산발전연구원 U-Campus에서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하동원 원장, 신기왕 센터장,
김소현 부연구위원 등 6명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
윤기영 행정지원실장, 김경우 콘텐츠개발팀장 등 4명, 울산광역
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 최민자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협약내용은 평생교육 관련 연구 및 콘텐츠 운영 등에 따른 상호

정보교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류·협력, 평생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세미나 및 토론회

협약에 따라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

개최에 상호협력,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유·공동제작·정보 교류

원이 보유하고 있는 950개의 동영상 콘텐츠를 지원받아 시민들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관련

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제19회 울산콜로키움
“글로벌 품격도시 울산을 위한
도시발전전략”
5. 27
본원은 5월27일 울산발전연구원 U-Campus에서 ‘글
로벌 품격도시 울산을 위한 도시발전전략’을 주제로
제19회 울산콜로키움을 열었다.
콜로키움에는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희 서울연
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임진혁 UNIST 경영
학부 교수,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등이 토론에

부산발전연구원 김형균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의 경험과 과

참여했다.

제’를 주제로 부산시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한다,

권창기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품격도시 울산 만들기의 필요성’

서울연구원 김인희 연구위원은 ‘시민참여형 서울플랜의 수립과

주제발표에서 품격도시를 위한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과 교훈’을 주제로 서울시의 품격도시 수립과정을 소개했다.

방안과 실천과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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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적 사법체계 강화
전문가 콜로키움
6. 16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안전망 구축과 지역자원과의 맞
춤형 연계, 가족친화적인 사법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본원 여성가족정책센터(센터장 박혜영)는 6월 16일 각
계 전문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폭력, 학교폭
력 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현황과 역할 등을 검토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의 ‘아동청소년여성 인권과 사

기 위해 마련됐다.

법체계’ 등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기후변화포럼 콜로키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대비
시민의 건강관리”
7. 10
7월 10일 오후 3시 울산발전연구원 U Campus에
서 기후관련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이 주관하고 울산시가 주최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비 시민의 건강관리’라
는 주제로 콜로키움이 개최됐다.
이러한 가운데 열리는 콜로키움에는 부경대 환경
대기학과 변희룡 교수,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대
응팀 조수남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간호사회 류말숙

이어 조수남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 현황과 활용’

회장,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 김일배 학술위원장, 울산의대

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폭염대응 사업개발과

환경보건센터 오인보 박사 등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에

함께 정부의 기상재해 대책 등을 소개했다.

대비한 시민의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

토론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 김문찬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말숙

다.

회장이 ‘폭염 대비 학생, 산업체의 건강관리’에 대해, 김일배 학

콜로키움에서 변희롱 교수는 ‘울산 더위의 특성과 대책’이라는

술위원장과 오인보 박사가 각각‘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비 시

주제 발표를 통해 폭염 발생의 이유를 설명하고 피해를 줄일 수

민의 건강관리’라는 내용으로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193

194
2014 UDI Annual Report

울산안전포럼 심포지엄
“시민이 행복한 ‘안전행복도시 울산’
구축”
7. 22
울산시가 주최하고 본원 울산안전포럼이 주관하는 ‘시민이 행복
한 안전행복도시 울산 구축’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울산시청 시
민 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업체 업무담당자, 안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설비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설비

이번 심포지엄에서 조원철 교수는 ‘안전과 경제가 공존하는 도

와 인적사고로 이어져 현장 노동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이

시, 울산’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어 임현교 교수는

증폭되는 가운데 울산안전포럼이 안전정책 발굴을 위해 6월 22

‘산업도시에서 안전행복도시로의 도약’을 주제로 울산의 산업재

일 개최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을 위한 안전 콜로키움에

해 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과거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교훈 삼아

이어서 기획됐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연세대 조원철 교수, 충북대 임현교 교수, 울산안전포럼 박

서정호 울산과학대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울산안전포럼 박

종훈 대표, 부경대 목연수 전 총장, 울산안전문화추진협의회 백

종훈 대표, 부경대 목연수 전 총장, 울산안전문화추진협의회 백

승찬 대표, 울산공장장협의회 문대인 회장 등이 나서 주제발표

승찬 대표, 울산공장장협의회 문대인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을 벌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8. 28~29
본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로
제주 폴에이리조트 세미나실에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참여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
제로 2014년 울산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실무능력 강화
및 울산시 평생교육 관계자간 파트너십 강화와 소통의 장을 마
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주대학교 김민호 교수가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선

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역사회 내 활

행되어야 하며,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행동적 측면과 지적 측

동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연대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의 연계 및 참여율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했다.

이 외에도 3개(공공영역, 민간영역, 대한민국박람회)분과 발전방

이어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홍숙희 교육지원팀장은 시민참여교

안 논의에 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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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평생학습 포럼
9. 15
울산시가 주최하고 본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원장 황시영)이 주
관하는 ‘울산광역시 평생학습 포럼’이 ‘품격 있고 따듯한 창조도
시 울산,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9월 15일 오후 1시 30
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단체의 대표자,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포럼은 초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인 박인주 강원대 교수
가 ‘품격있는 도시의 평생교육 정책’이라는 주제로 제3차 평생교

실 울주군 평생교육과장, 김도희 울산대 교수, 정명숙 경상일보

육진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논설실장 등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이어 김진화 동의대 한국평생교육연구소 소장이 1부 기조강연에

이어지는 릴레이 토론에는 이하영 울산문해교육기관협의회 사

서 ‘창조·품격·희망이 살아 있는 광역학습도시 울산’이라는 주제

무총장의 사회로 김동영 울산시민학교장, 손혜영 울산교육청 평

로 지식사회형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교의 통로로 평생

생교육체육담당, 이선애 북구청 평생교육담당, 여현정 문해학습

학습정책과 평생학습체제의 작동에 대해 발표했다.

자 등이 참여했다.

또 2부 기조강연자로 전은경 한국문해교육협회 부회장이 나서

이번 포럼을 통해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정책

‘서민이 행복한 도시의 문해교육’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과 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현장 실천가들과 의견을 공

종합토론에서는 김남선 대구대 교수가 죄장을 맡고 김광식 충남

유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

평생교육진흥원 교수, 신기왕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 박무

하는 자리가 되었다.

글로벌산업생태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9. 19
9월 19일 울산경제진흥원 5층 소회의실에서 본원 안전환경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EIP사업단이 주관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글로벌 산업생태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GEC(일본 오사카현

진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지구환경센터), JITC(한국 제주도 국제연수센터), CESS(일본 사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경제효율성은 물론 환경친화성, 사회 기

이타마현 환경과학국제센터)와 국내외 기관 , 울산시 2명, 울산

여성을 두루 갖춘 생태산업도시로 육성키 위해 시작된 생태산업

EIP사업단 4명, 울발연 5명, 울산대 5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단지 구축사업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12월 까지 198억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간

3,800만원(국비 13,534, 시비 3,280, 민자 3,024)의 사업비를 들여

부산물 공생을 통한 자원이용 최적화 목적의 생태산업단지(EIP)

울산 미포 및 온산, 매곡, 길천, 신일반, 하이테크밸리 등 6개소를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대상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글로벌센터 설립에 대한 국제기구 UNIDO 의견 및 해외센터

이 구역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산업 부산물의 기업 간 공생 아

사례를 듣고,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언에 대한 향후 추

이템을 발굴하고 타당성 검토 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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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해안 발전포럼
‘러시아 극동지역의 변화와
에너지 협력’
10. 21
본원은 강원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김기현 시장, 울산·강
원·경북지역 동해안포럼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7회 동해안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변화와 에너지 협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사가 '환동해경제권 에너지자원 협력방안'을, 강원발전연구원 조

번 포럼은 환동해안권 경제협력구도(중국·러시아)의 환경변화와

영관 박사는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동해안권 에너지 협력

그에 따른 동해안권 지역협력 대응 등 환동해안권의 포괄적 경

'에 관해,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노명섭 교수가 '환동해경제권

제환경변화를 진단 및 전망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협력

원자력 협력방안'을 소개했다.

을 통한 울산·강원·경북지역 상호교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

주제 발표에 이어 울산대 최원준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됐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지닌 에너지협력을 통한 강원, 경북, 울산의

이 날 포럼은 김기현 시장의 환영사, 연세대 김원배 객원교수의

상호교류방안을 놓고 대구경북연구원 이동형 박사, 산업연구원

기조강연, 시도별 주제발표 및 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윤성 박사, 강원발전연구원 김충재 박사와 김경남 박사, 울산

김원배 교수는 '동북아 최근 동향과 환동해권 경제협력 전망'이

테크노파크 우향수 센터장, 울산발전연구원 이은규 박사가 토론

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이어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박

하였다.

제20회 울산콜로키움
“독일 industry 4.0의 내용
과 울산의 시사점’”
10. 28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
리 4.0’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울산지역과의 연
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본원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독일 industry 4.0
의 내용과 울산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20회 울산콜로키움을

박형근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독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열었다.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가상세계의 서비스와 물리적 세계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에 대

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1, 2, 3차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의 새로

해 알아보고 울산지역과의 연계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박형근

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과 박홍석 울산대 교수(기계공학

또 “인더스트리 4.0 접목을 위해 울산시가 시범공장 운영을 통한

과)를 비롯해 울산발전연구원, 지역기업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핵심요소 기술 개발을 위한

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활동 I 세미나 및 주요행사

제2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10. 31~11. 2
본원 울산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울
산대공원 SK광장에서 제2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의 주제는 '학습하는 사회! 창조하는 울산!'으로, 교육청, 울
산시 5개 구·군, 평생교육기관·단체, 직업능력개발·여성단체, 마
을기업, 학습동아리 등 87개 기관 104개 팀이 참여했다.
첫날 개막식과 평생학습 관련 홍보체험관 운영, 학습동아리 발
표회, 프로그램 전시, 시연회, 다양한 특별행사 등이 진행됐다.
개막식에선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황시영 원장,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타, 처용체조 등 식전 공연, 개

아리 울산시니어 포럼의 마당극, 민요공연, 합창, 스포츠 댄스, 시

회선언, 유공자 시장표창, 격려사,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이 이어

낭송회, 난타 퍼포먼스,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졌다.

부대행사로는 10월 31일 남문 환경에너지관에서 한글백일장과

행사장에는 울산 무지개(茂:무성할 무·知:알 지, 開:열 개)라는 행

울산비경을 찾는 울산 12경 스탬프 투어, 영유아 300명에게 책과

사 개념으로 5개 구·군 평생학습도시 주제관이 마련됐다. 또 북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아동도서를 무료로 배포하는 북

아트, 동화구연,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체험, 다문화 이해하기 등

스타트 운동, 2009년 이후 출판된 개인 소장 도서와 신간도서를

평생학습 테마별 85개의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됐고, 학습동

2대 1로 교환하는 도서교환전 등이 선보였다.

울산학연구센터 세미나
‘소금아, 길을 묻는다’
11. 7
본원 울산학연구센터는 11월 7일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2
층 회의실에서 울산의 소금에 대한 역사와 가치를 밝히는 세미
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지역 향토사연구자, 울산학포
럼 위원, 구·군 문화원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세월 속에 울산의 산업 근간을 이뤘던 소금에 관해 학술적
으로 재조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울산 소금은 달천 쇠와 함께 천 년의 세월동안 울산 고을을

상태 흥산문화연구소 소장, 류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사가 나서 주

먹여 살려왔던 울산 산업의 근간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었

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다. 그러나 그 가치조차 평가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

김석택 박사는 “울산은 세계적인 산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온고

라진지 반세기가 지났다.

지신의 지혜를 간직해온 민속의 보고(寶庫)로 역사문화 자원이

이번 세미나에서 배성동 (사)영남알프스천화 대표가 울산 소금

풍부한 생태문화도시”라며 “이 세미나를 통해 잊혀져 가는 문화

이야기 ‘소금아, 길을 묻는다’ 주제 발표를 통해 사라진 울산 소

유산을 재조명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금의 흔적을 찾아 역사적 가치를 증명해 냈다.

산업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울산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것”

이어 임진혁 UNIST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삼건 울산대 교수, 정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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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11. 20
본원 울산기후변화포럼에서는 울산MBC컨벤션에서 '기후변화시
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
했다.
이날 심포지엄엔 경남대학교 도시환경공학과 이찬원 교수와 서울
시 환경정책과 에너지시민협력반 정희정 반장, 한국기후·환경네

방안을 제시했다.

트워크 이정수 사무총장이 주제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이정수 사무총장은 ‘작은 실천이 환경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한

이찬원 교수는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는 주제

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수립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

발표를 통해 2020년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앞둔 국제사회가

동’의 배경 및 성과를 살펴보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과 협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지자체의 선진사례

력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를 통한 울산의 대비책을 제안했다.

황시영 원장은 “품격 있는 생태도시 울산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정희정 반장은 ‘에너지를 통한 살맛나는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올해부터 울산기후변화포럼을 운영하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 에너지자립마을’ 계획을 국

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방

내 에너지 절약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울산이 접목할 수 있는

향설정 및 과제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안전포럼 콜로키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 울산
구축”
11. 26
본원 울산안전포럼은 11월 26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세미나
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울산 구축’을 주제로 하반기
콜로키움을 열었다.
콜로키움은 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제안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범시민 안전의식·문화 확산 방안을 모

박일우 울산소방본부 팀장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길 터

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기 실태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생활 속 응

이성근 울산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7개

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소개했다.

분야 안전관계자가 의제발표 후 지정 및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행됐다.

황색신호등을 대체하는 번호신호등과 도로안전전문가 양성 및

이성근 사무국장은 세월호와 판교 인명사고가 주는 시사점을 짚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어보고 이로 인한 학습효과 및 시민·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강

이어 김주영 해바라기여성아동지원센터 부소장과 이애경 울산

조하였고, 안현동 울산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의제발표에서 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은정 경상일보 기자가 의제

활안전 실천을 위한 울산시민들의 참여현황을 소개하고 방범 강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화를 위해 건축심의에 경찰 등 치안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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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지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에 관한 MOU 체결
11. 28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규)는 동국대학교 경주캠
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관한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수렴 전문기관 및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지
원단과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각 지역별 여론수렴 전문기관은 지역별 특별위원회 위원 2인의

협약서는 원전소재지역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객관적이고

합의 추천에 따라 경주시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중립적으로 추진하며 특별위원회 실행프로그램의 성실한 수행

기장군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주군은 울산발전연구원, 울

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내용과

진군은 엘케이경영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여론수렴 추진 기본방향 및 협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번 협약은 원전소재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

있다.

관이 참여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이날 행사에서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최석규 위원장은 "원전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원전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체

소재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겠

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다"고 밝혔다.

울산 평생학습 성과나눔콘서트
12. 5
울산시가 주최하고 본원 울산시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 울산 평생학습 성과나눔콘서트’가 12월 5일 오후 1시 30분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성과나눔콘서트는 올 한해 울산에서 펼쳐진 평생교육사업
의 성과를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교육담당자와 학습자의 나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울산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담당자, 학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 공연 형식으로

이와 함께 춘해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대진 주임이 ‘산후도우

진행됐다.

미 양성과정운영 및 활동사례’를,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만희 지역평생교육지원실장은 ‘국

은정 팀장이 ‘브런치 人 살롱, 우리동네 지식강사’를, 남목작은도

가평생학습정책, 시도 평생교육진흥’에 대해 강연하며, 울산평생

서관 최민련 사서가 ‘소외계층 인문학 프로그램지원 사업’을, 학

교육진흥원 김소현, 김창섭 팀장은 ‘울산 평생교육 성과에 대한

사랑동아리 김남순 대표가 ‘학습동아리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올해 사업성과를 알렸다.

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또한 울산의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지원사업 우수사례로 북구 주

이번 성과나눔콘서트에서는 발표회와 함께 울산지역 평생교육

민참여과 이선애 평생교육담당이 ‘울산 북구 늦깎이 학생들의 행

사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선보이는 특별강연 및 예술 공연도

복 골든벨’을, 중구 평생교육과 전지연 평생교육사가 ‘도시 배움,

펼쳐져, 울산의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

즐거움, 키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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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13주년 기념 심포지엄
“창조도시 울산을 위한 미래 도시
발전 전략”
12. 18
울산경제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한 미래 도시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개원 13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날 심포지엄은 민선 6기 울산시정 목표인 ‘품격 있고 따뜻한 창
조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정주여건 개선 등
2가지 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대책을 논의하기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구

위해 마련됐다.

가 분출하면서 귀농, 탈서울, 제주 이민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

이 자리에서 서동혁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연구실장은 ‘성장동

다”면서 “울산은 산업 엘리트 계층이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스타

력 창출을 위한 제조업의 창조화 전략’이란 발제문에서 “자동차·

일, 즉 ‘네오 블루칼라 도시’로 변모할 것”을 주문했다.

석유화학·조선 등 대형산업의 역량 확보는 울산의 중요한 경쟁

주제발표 후 임진혁 UNIST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노경 울

력 자산”이라며 “제조업의 기존 강점을 활용하는 확장적 신성장

산시 창조경제정책관, 이일우 울산벤처기업협회장, 한삼건·이창

전략(제조업 및 서비스업 융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형·이규백 울산대 교수가 토론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품격도시 울산을 위한

2014년 울산청년CEO육성사업
5기 수료식
12 .19
12월 19일 오후 4시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
서 울산청년CEO 육성사업 5기 청년 CEO 107명이 1년 동
안 예비창업자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개최
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사업 주관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
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가

이번 5기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창업에 필요한 기

함께 진행했으며,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딛는 청년CEO들에 대한

본지식을 배우는 공통교육을 비롯해 아이템별로 필요한 역량을

축하와 격려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키우기 위한 심화·전문교육을 이수했으며, 창업매니저, 멘토들과

이태성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시영 울산발전연구원장, 최원준 울

의 간담회를 통한 기업가정신을 함양에도 노력했다. 지난 5월에

산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구본건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

는 창업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성공 창업캠프’를 통해

행수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향미 춘해보건대학교 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협력부총장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과 동영상 상영, 5기

올해 울산청년CEO 육성사업에 참여한 128개 팀 중 107개 팀이

수료증 수여, 참여기관별 우수창업자 소개, 청년 창업자 콜라보

창업을 했고, 65명의 부가고용을 창출했으며, 9건의 지식재산권

레이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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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도시 만들기 토론회
12 .22
울산교통포럼과 본원은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변완
희 박사(한국ITS학회 상임위원)를 초청해 '배려도시
만들기 사례와 인식의 전환'이란 주제로 특강 및 토
론회를 마련했다.
배려도시 만들기 정책 수립에 기여한 울산시민연
대,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생활공감정책모니터
단 등 시민단체와 교통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200
여 명이 함께했다.
변완희 박사는 강연에서 한 도시가 품격 있는 명품

회에 적합한 유니버설 디자인, 살고 싶은 마을, 걷고 싶은 거리

도시로 탄생되기까지는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

등 외국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인식

고 근대사회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였다면 미래사회는 사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심으로 교통문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울산시가 품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방향

격 있고 따뜻한 배려도시로 거듭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을 제시했다.

바란다“ 면서 “교통부문에서부터 배려도시 만들기를 실천하여

아울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 잠재적 교통약자인 만큼 고령화사

울산을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제6회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 및
5기 시민연구원 시상식
12. 23

12월 23일 오후 2시 울산발전연구원 U-campus에서 올해 실시
한 제6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과 제5기 시민연구원
제도에 대한 시상 및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전국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현상공모전에서는
우수작 2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김

며, 김용희 학생의 논문은 울산시를 홍보하는 울산누리 페이스

창희·서명관 학생이 공동으로 제출한 ‘공간정보기반의 울산시

북이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될 것에 대비해 빅데이터 수집, 모니

보행안전 개선방안 연구 -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와 성균관

터링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교 행정학과 김용희 학생의 ‘울산누리 페이스북의 참여와

울산시민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시민연구원 시상 및 수료식에

소통의 구조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2건이 우수작으로

서는 김지영씨의 ‘울산시 울주군 결혼이민여성 문화교육 프로그

뽑혔다.

램 제안’이 우수에 선정됐으며, 최정해씨의 ‘불법 주차문제 해결

우수작인 김창희, 서명관 학생의 논문은 울산의 보행약자들을

방안’, 남순호·김혜리·김효진씨의 ‘울산 강동산하지구 해양관광

위한 보호구역 신규 지정시 도로망·노인거주밀도·사고발생지점

도시 관련 연구보고서’, 고석순씨의 ‘실버대리택배 상용화 방안’

등 실질적인 공간정보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

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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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 업무협약 체결
12. 24
본원(원장 황시영)과 울산도시공사(사장 최광해)는 도시공사
에서 창조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양
기관의 지속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개발·재생사업 전략 연구,
산업입지와 물류단지 개발계획, 관광사업분야 발굴과 연구
지원,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와 오염도 조사 및 평가, 워크
숍·세미나 공동 개최 등 교류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황시영 원장은 “두 기관은 업무적인 성격으로 볼 때 울산시

최광해 사장은 “창조도시 울산 구현과 울산시의 다양한 정

의 주요한 정책사업 발굴과 이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책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협약이 이뤄졌다”며 “양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며 “울산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

기관이 힘을 모아 모든 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

해 이번 협약의 의미는 매우 깊다”고 밝혔다.

겠다"고 말했다.

울산학연구센터
울산학연구센터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와 인물,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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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문화유산 이야기 꽃을 피우다

| 김석택, 이경희, 원영미(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

문화유산은 과거 인류가 남겨놓은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이다. 문
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
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문화유산에 대한 시
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은 과거 인류가 남겨놓은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이다. 문
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
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문화유산에 대한 시
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울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아졌고 관련 책
자들도 많이 발간되었으나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
근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형의 문화재와 민담이나 전설과 같은 무형의 문화유산을 연결
하여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쉽게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 달 밝은 밤에 노래하
고 춤추는 처용, 문수산에는 문수보살이 살고 있을까?, 동쪽 부처
의 나라를 찾아온 인도의 배, 바위에 남은 선사인들의 염원과 갈
문왕의 사랑, 가지산이 석남사를 품다, 그 많던 승려들은 다 어디
로 갔을까?, 우리 지역과 우리 글은 우리가 지킨다 – 병영성과 외
솔기념관, 철광산과 신라의 관문,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다!, 울산에도 산신이 살고 있을까?, 조선시대 울산이 이곳에
있었네, 나라를 지켜라, 울산을 수호하라!, 바다에 맞서 싸운 그들
- 바다를 장악하라, 바다를 지켜라!, 박상진 호수공원가에서 보내
는 하루, 신화벽화마을과 장생포구, 작괘천가에서 만나는 문화유
산, 대곡천엔 고래와 사슴이 뛰어놀고, 옛날 언양은 이런 곳이었
다네!, 임진왜란과 삼일만세운동의 현장, 승려가 된 신라 왕자‘범
공’을 찾아서 떠나다, 치술산 신모가 된 박제상의 아내를 만나다,
청동기시대 마을과 돌무지무덤 등 2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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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연구센터

음식문화 이야기
–울산음식을 중심으로-

| 김석택, 채영철(울산과학대 교수) |

울산은 인구 8만의 조그마한 농·어촌의 소도읍에서 지난 반세기

세계의 음식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울산의 음식문화가 되어야

동안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광역시로 성장한 도시로 지역 특성상

한다. 내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바꿀 것이다. 내가

해안과 내륙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그 특징이 음식에도 잘 반영

바꾸면 주인이 되지만 남이 바꾸면 종이 될 수 있다.

되어 있다.

‘한국문화의 진수’한국 음식이 바꾸지 못하는 세상에서 울산의 의

급격한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는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식품

미는 무엇일까?

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전통음식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
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가 절
실하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은 학자들의 연구논문 위주여서 연구결과
가 일반화 및 보편화 되지 못하는 한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
하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울산의 음식을 재조명하고 정
립하여 후손들에게 문화시민으로써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고 오늘은 내일의 거울이라고 했다. 울산 전
통음식에 대한 자료정리를 통해 과거의 음식문화가 미래에도 더
욱 빛을 발하게 한다. 울산의 전통음식 관련 자료의 부족은 울산
의 음식문화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부터라도 울산 음
식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필요로 한다.
울산 중구 옥교동 중앙시장에는 팥죽, 호박죽, 녹두죽을 하는 죽
골목인 ‘옥골시장’이 있다. 터줏대감인 최금자할머니는 시집와서
시어머니 장사를 돕기 시작하면서 올해로 47년을 버티고 있다. 초
보인 50세에서 80세까지 연세 드신 분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옛날에는 사람들 어깨가 부딪혀서 못 지나갈 정도였는데 그
시절 영화가 다시 한 번 찾아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울산의 음식은 어떤 발전방안을 찾아 가야 할까? 울산·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은“전통”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유
례없는 한국만의 우수한 음식문화 특징을 잘 유지 할 수 있었지
만“향토”“전통”에 대한 집착은‘한국음식 세계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기도하다.
때로는 음식이 세계를 바꾸기도 했지만 음식을 바꾸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앞으로 울산사람이 울산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
계의 사람들이 울산을 바꾸게 될 것이다. 울산의 전통을 지키면서

과제구분 울산학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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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성 어업인(해녀)들의 변천사

| 유형숙(동의대 교수) |

바닷가 물속에 들어가서 해조류와 패류를 채취하는 여인을 잠녀

및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潛女)・잠수(潛嫂)라고 하며, 몸에 특별한 산소호흡 장치 없이 물

본 연구가 울산광역시 변천사에 접근하여 “울산지역 해녀연구”의

속에 들어가 전복·소라·미역·우뭇가사리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단초적인 역할을 하고, 향후 울산해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따는 여성을 가리킨다. 자맥질을 하면서 해산물을 캐는 사람들은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대화 이후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으로 물질을

의 울산해녀 관련 실제적인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제주해녀들

하는 海女・海男의 분포지역은 한국과 일본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의 문헌자료와 2차적인 데이터만을 근거로 작성해야 해서 안타까

현재, 우리 정부의 수산업법에 의하면, 제1종 공동어장에 들어가

울 따름이었다.

해산물 및 패류를 채취・포획하는 어업을 ‘나잠어업’이라고 정의하
고 있으며, 신고어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는 해녀를
나잠어업인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녀, 잠녀, 잠
수, 나잠어업인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대중화되어 있는
“해녀”라는 명칭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녀들은 잠수부(머구리)업에 비해 전통적이며 친환경적인 물질
방법과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 등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가 높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지역의 자원감소와 바닷속에서의 힘
든 작업으로 젊은층은 기피하고, 기존의 해녀들은 고령화가 급격
히 진전되어, 조만간 해녀들의 존재와 자산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
하고 있다.
울산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동해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난류
와 한류의 교차로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마을어업, 정치어업, 양식
어업 등 수산업이 호황을 누렸다. 1970년대까지는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나 공업화 추진에 따른 해안매립, 임해공단
조성, 바다오염 등 어장환경 악화로 연안어업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해녀들은 마을단위의 어촌계에 가입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해녀회’나 ‘잠수회’를 조직하여 해녀들의 입어시기·공동채
취·입어관행 등을 자체적으로 결의하고 수행하며 해산물의 공동
양식과 공동채취로 공동수입을 확보하여 마을의 번영에 이바지
하기도 한다. 울산시의 경우, 2002년에 (사)울산광역시나잠회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나잠업 발전
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회원들간의 상호교류

과제구분 울산학 2014-03
연구기간 2014. 3. ~ 2014. 12.
발행사항 2014. 12, 59면

울산학연구센터

통일신라시대 울산항의 국제적 성격
-페르시아의 고대 서사시『쿠쉬나메』를 중심으로-

| 문혜진(한양대 강사), 최진(한양대 세계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

『쿠쉬나메』는 7세기 초 사산조 페르시아의 멸망 후 아랍에 항쟁

정립을 위한 유용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울산항을 통한 고대 실

하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의 영웅담을 다루고 있는 대서사시

크로드에 이르는 문화교류, 나아가 울산항을 통한 신라의 대외관

이다.전편과 후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신라(Basilla)와 관

계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통일신

련된 부분은 후편으로 전편은 후편을 위한 도입부의 성격이다.

라시기 서역과의 직접 교류에 대한 논란의 핵심인 경주 괘릉의 무

1998년 마티니(Matini) 교수의 편찬본을 기준으로 『쿠쉬나메』의 신

인상(785~798)과 신라 헌강왕대 처용의 서역 도래설(875～886)

라관련 부분이 전체 10,129절 중에서 2,011절에서 5,925절 사이를

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여, 통일신라와 서역과의 문명 교류

구성하고 있는 상당한 분량으로, 신라의 지리적 상황, 부속도서,

의 실체를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자, 군대, 궁정 생활, 결혼 풍습 등에 관한 기록과 묘사가 수록
되어 있다.
현재 『쿠쉬나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신라와
페르시아를 포함한 서역간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쿠쉬나메』의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통일신라시대의 울산항을 통한 서역과의 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쿠쉬나메』의 원
류인 『샤나메』와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아베스타』와의 신화 구조
의 분석을 통해, 『쿠쉬나메』의 주인공의 역사적 상징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산조 페르시
아의 패망 이후 중국(당나라)에서의 항쟁의 역사를 『신당서』및 영
문 역사서들을 통해 고찰하여, 『쿠쉬나메』의 주인공의 역사적 상
징성을 구체화시켜보고자 한다. 둘째, 『쿠쉬나메』에 기록된 바실
라(Basila)가 신라임을 역사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8세기 중반 이
후 아랍인들의 신라 인식을 고찰하여, 그것과 『쿠쉬나메』에서의
텍스트 간의 비교 · 분석을 통해 바실라(Basila)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셋째, 『쿠쉬나메』의 주인공인 페르시아 왕자 아비틴
의 신라로의 유입 루트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신라에서 국제항으
로서의 울산항(개운포항)의 위상과 역할 및 울산항을 통한 국제교
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쿠쉬나메』는 7세기 중반 이후의 신라와 사산조 페르시아의 정치
적 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이슬람 초기 서아시아와의 새로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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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업지구 지정 전후
울산 병영 주민의 기억과 의식

| 김유신(울산대 대학원 역사문화학과) |

1962년 울산의 특정공업지구 지정은 울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해 특정공업지구 지정 전후 울산 병영의 모습을 미시적인 관점에

에도 중대한 사건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출발을 알

서 서술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 병영에 대한 자료가 부족

리는 것이었고, 이후 국가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시작점이었기 때

하고, 구술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10~20여명의 구술로

문이다.

병영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후 반론의 여지

특정공업지구 지정은 울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울산은 1962년

가 있다. 또한 도로상황, 택지현황 등 공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부터 1997년까지 35년 사이에 인구 20만 명의 농촌도시에서 인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100만 명의 광역도시로 거듭났으며,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지하며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이후 울산과 관련된 여러 자료

한국의 공업화를 주도했다. 기존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중구보다

의 수집과 구술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남구 지역이 우선적으로 도로가 정비되고 많은 건물이 들어서는
등 개발되면서 울산의 중구가 했던 행정적 중심지 역할은 남구로
이전되었다.
병영은 조선시대 경상좌병영이 있었고, 울산 최초의 사립교육기
관인 병영초등학교, 병영3‧1운동 등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일제시
기부터 이미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고 지역 내에서도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울산의 특정공업지구 지
정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제시기와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전히
병영 사람들은 병영이 가진 역사성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
지고 있었지만, 주변의 다른 지역이 개발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낙후된 병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요구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불만의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특
히 젊은 층은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지금도 병영사람들은 병영의 역사성과 병영사람이라는 것에 대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배타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병영이 발전하
기를 기대하면서 그 개발 방향을 고민하기도 하는데 공업단지와
의 연관성이나 성남동, 삼산동과 같은 번화가로서의 개발이 아닌
병영성을 복원하거나, 병영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모색
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모습은 병영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병영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영 원주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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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연구센터

울산 염부들의 구술사,
울산 소금이야기

| 배성동(소설가, (사)영남알프스천화대표), 임진혁(UNIST 교수) |

조선시대 경상도 속담에 ‘영남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좌

데에서 일어나는 진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에 가

도는 울산이요, 우도는 김해이다’라는 말이 전해온다. 이 두 지역

급적 염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 구술의 가

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는 말로 해

치는 기록 문화성, 즉 실제로 있었던 사실의 기록에 근거한 문학

석할 수가 있다. 두 지역의 지형을 유심히 살펴보면 육지가 돌출

성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된 해안선에는 천혜의 만(灣)이 형성되어 있어 무풍지대에 가깝
고, 강(江) 하구 삼각주에서는 질 좋은 전통소금이 생산되었다.
한반도 동남쪽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을 먹여 살렸던 것은 소
금과 철이었다. 지금은 비록 쓰레기 보다 더 값싼 물건이 되고 말
았지만 소금은 고대 울산산업의 근간이었다. 제가 울산 소금을 글
로 남겨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하게 산업화된 울산은 철두철미 국가 주도
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개발정책의 산물이다. 울산 염전은
산업화의 물결에 점차 밀려나다가 1965년대 울산공업단지에 매
립되면서 그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염전이 있던 곳에 공단이 조
성되었듯이, 공단이 사라진 염전을 상상해 본다.
그 지역의 소금을 제대로 알려면 그 지역의 역사, 정치, 지리, 환
경, 토목, 향토사 등을 다양하게 살펴야 한다. 돌 하나, 조개껍질
하나하나가 유구한 세월에 쌓이고 쌓여 소금 알갱이를 일구어 내
는 것이니 소금은 역사적인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아
쉽게도 울산에는 지난 1,50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던 소금 자
료를 남기지 않았다.
이 책의 주인공은 울산 염부들이다. ‘울산 소금은 이래 굽는 기라’
했던 마채염전 차동근씨의 넉살 좋은 울산 사투리는 구수했다. 이
시대 마지막 염전 어른인 오대염전 송의수씨, 깐깐한 소금 이야기
꾼 하개염전 유윤선씨, 싱거운 염전 반장 김영옥씨, 울산 염전기
록부를 꼼꼼히 작성한 돋질 조개섬염전 정해수씨도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다. 그리고 울산 소금거상 김규한의 후손인 김진규와 김
인자 씨, 염전에 땔감을 공급했던 나무장수 윤원찬 씨, 특히 최고
령 생존자인 명촌염전 염부 박관수(95세)씨의 임종 인터뷰는 극
적이었다.
이 분들의 울산 소금 이야기를 구술사로 옮겨 적었다.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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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 평생
학습 진흥의 중추적인 추진
기구로서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지역 특화사업을 전개하는
평생교육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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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 사업
1. 2015년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연구목적
○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기본계획(2014~2017)을 근거로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필요
○ 국가평생교육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울산의 평생교육현황을 분석하여 시민이 행복한 창조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울산평생교육진
흥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현황
○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실무자/전문가회의 : 국내외 평생교육정책 및 사례연구조사,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실무자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통계조사
- 목적 : 울산광역시 소재 평생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현황, 학습 효과, 네트워킹 효과 등을
파악하여 울산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기획됨
- 조사기간 : 2014년 10월 15일 ~ 11월 12일
- 조사대상 : 울산광역시 거주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600명
- 조사내용 : 평생학습 참여 실태, 참여효과, 프로그램 요구 및 장애요인 등
○ 연구내용
•기본통계,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학습자 참여실태 등 평생교육환경 분석
•2014년 시·구·군 및 교육청, 대학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기관 관련 담당자로부터 자료 수집 및 성과분석
•최종적으로 국가 평생교육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15년도 평생교육진흥 추진방향 및 추진
사업 제시
 연구성과
○ 울산 평생교육 인구통계현황 분석
•40~49세 중장년층 중심의 베이비부머세대 주류, 계층별 평생학습지원 필요
•이주여성·어르신 등 新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 필요
•울산시의 문해교육 대상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울산 평생교육기관현황 분석
•울산의 평생교육기관은 총 465개(2014년 기준)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평생교육법령시설은 86개이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타법령시설은 379개이며, 지역별로 평생교육 인프라 격차가 확인되었고 그 수
가 취약함
•울산의 평생교육기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기관이 공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 학
습자 수에 영향을 주어 평생학습 기회 및 참여율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질적 확대가 요청됨

평생교육진흥원

○ 울산 평생학습 실태분석
•최근 1년 간 평생교육 참여강좌 수는 약 2.3개로 문화예술교육에 편중
•문화예술교육 56.1%, 인문교양교육 33.1%, 직업능력교육 29.8%, 시민참여교육 22.1%, 학력보완교육 13.2%, 기초문해교육 7.8%
순(중복응답)
•울산시민 다수가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의 무료 평생교육 강좌를 선호
•최근 1년간 평생교육관련 지출 비용은 평균 247,625원이며 중년층이 주요 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여가생활과 취업활용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참여를 통한 새로운 학습요구 증
가 및 개인능력 신장, 사회활동의 참여 증가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14년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추진성과 분석
•2014년 추진실적 : 98개 사업, 3,386백만원
- 울산광역시 : 18개 사업, 1,180백만원
- 울산광역시 교육청 : 19개 사업, 406백만원
- 울산광역시 구·군 : 61개 사업, 1,800백만원
•평생교육 추진체제 개선을 통한 울산 평생교육 추진기반 구축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 활동가양성,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한 평생학습문화 확산
○ 2015년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비전 : 100세 시대 행복한 울산시민을 위한 명품 창조학습도시 실현
•3대 목표
- 창조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 지역사회 품격있는 평생학습 역량강화
- 따뜻한 학습공동체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
•8대 전략
- 평생교육 정책연구 강화
- 평생학습 특화사업 개발
-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베이비부머 평생학습 지원
-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 울산 마을학습공동체 조성
- 시민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 신규시책
•울산지역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개발 연구
•울산 마을학습공동체 조성
•평생학습관 건립
•울주e-평생학습센터 구축
•맞춤형 학습배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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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평생교육 투자예산 현황
•총괄 : 107개 사업, 3,659백만원
•울산광역시 : 23개 사업, 1,104백만원
•울산광역시 교육청 : 17개 사업, 305백만원
•울산광역시 구·군 : 67개 사업, 2,250백만원

2. 소외계층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목적
○ 소외계층 대상으로 삶의 주체자로서의 내발적 힘을 형성하는 인문학 교육을 총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
대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추진현황
○ 진행일정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14. 3. 24
•공모접수 및 심사 : ’14. 3. 24 ~ 4. 7/‘14. 4. 11
•선정기관 설명회 : ’14. 4. 17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 ’14. 7 ~ 11
•실무자 워크숍(타 지역 우수사례 공유, 발전방안 논의) : ’14. 11. 20
- 일시 : 2014. 11. 20.(목) 14:00~17:00
- 대상 : 15명(소외계층 지원사업 담당자)
- 교육장소 : 울산발전연구원 4층 U-Campus
- 교육내용 : 소외계층 인문학 프로그램 우수사례 특강 및 울산 소외계층 프로그램 현황 및 발전방안 논의
구분

시간

O.T

13:30~14:00
(30’)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Case Study

14:00~15:30
(90’)

소외계층 인문학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 부산 동의대 ‘가야골 희망대학 인문학 강좌’
: 안창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

15:30~15:40

휴식

15:40~16:20
(40’)

울산 소외계층 인문학 프로그램 공유
- 15개 기관 사업운영 담당자 발표

16:20~17:00
(40’)

울산 소외계층 프로그램 발전방안 논의
- 소외계층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 소외계층 프로그램의 성과 관리

Workshop

강의내용

•정산서 취합 및 결과보고서 제작 : ‘14. 12

비고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김창섭
동의대학교
안영식 교수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김창섭

평생교육진흥원

 추진 성과
○ 참여기관수/ 프로그램 수 : 15개 기관/ 15개 프로그램
○ 참여인원 : 345명
번호

프로그램명

기관명

대상

차시

참석인

수료인

1

인물로 알아보는 역사인문학 놀이

꽃바위 작은 도서관

소외아동

20

10

8

2

동화로 꿈꾸는 아이들

작은도서관 책마을

소외아동

20

15

11

3

살아있는 책으로 만나는 인문학

남목작은도서관

소외 청소년(고1)

10

20

25

4

남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남부도서관

소외아동

16

17

12

5

책이랑 꿈꿔요

농소3동 도서관

소외아동

18

30

14

6

행복가득 웃음가득 시낭송교실

동부도서관

노인

20

20

15

7

이주여성을위한다문화엄마 역사북아트강사단

문화예술교육프렌드

다문화여성

16

20

13

8

S.M.A.R.T 아카데미

시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적 장애인

46

14

14

9

인문학으로 나에게 묻고 답한다

시민학교

은퇴자

21

35

23

10

이야기와 놀이가 있는 독서여행

염포양정도서관

소외아동

15

17

16

11

붐붐 북플레이

재밌는 도서관

성인장애인

24

20

20

12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노인

24

20

15

13

전통문화속으로 떠나는 여행

중구백합주간보호센터

성인장애인

19

17

15

14

도서관 또하나의 보물창고

책사랑 작은 도서관

장애아동

14

70

46

15

작가와 함께 책 읽는 행복한 데이

푸른 학교

무학/저학력성인

15

20

16

 소외계층 인문학 프로그램 사업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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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
 사업목적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관계자간 파트너십 강화, 상호교류 및 소통
○ 울산광역시, 각 구·군 평생교육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현황
○ 기간 : 2014. 8. 28 ~ 29
○ 장소 : 제주 일원(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평생학습관 벤치마킹)
○ 대상 : 26명(구·군, 교육청,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및 평생교육자원활동가)
○ 주요내용
•시민 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론과 사례에 대한 특강 및 세미나
•특강1)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제주대학교 김민호 교수/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특강2)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과제(제주평생교육진흥원 홍숙희박사)
•울산 평생교육 관계자 발전방안 워크숍(공공영역, 민간영역, 대한민국박람회 등 토론)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벤치마킹
 추진 성과
○ 워크숍 구성 및 운영 내실화(시민 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 2건, 벤치마킹(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참가자 토론(3개영역 공공, 민간, 박람회) 둥 다채로운 워크숍 구성으로 운영내실화
및 참여자 만족도 향상
○ 울산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반 조성
•울산 평생교육 관계자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
○ 울산의 경우 평생학습관이 한곳도 없으며, 2015년 중구에서 운영예정에 있어 200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학습관의 규모 및 강의실, 사업내용 등 벤치마킹을 통해 참가자 실무역량 강화
○ 울산 평생교육 진흥 그룹토의에서 나온 의견을 의견수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진행 과정을 통해 상호 발전시켜 나가
기로 함
•평생교육 민간기관 및 단체의 평생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교류

평생교육진흥원

4. 울산 평생학습 리더과정
 사업목적
○ 2014 「울산평생학습 리더과정」 운영에 따른 리더전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리더양성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역할 수행으로 효율적인 평생교육사업 전개
 추진현황
○ 울산 평생학습리더과정 운영
•기간 : 6월 ~ 7월
•장소 : 울산가족문화센터 강의실
•인원 : 30명(5개 구∙군 평생학습 리더)
•내용 : 울산 평생학습리더 양성 및 역량강화과정 운영
•구성 : 8차시(이론교육, 현장탐방 및 워크숍)
회차

일자

강의내용

강사

1

6. 12(목)
14시~17시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지역의 발전과 평생학습의 시대적 가치

2

6. 19(목)
14시~17시

•지역 평생학습의 다양한 콘텐츠개발 및 운영

3

6. 26(목)
14시~17시

•지역 평생학습자원 및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 실천사례

4

7. 3(목)
14시~17시

•평생학습 스마트폰홍보, SNS, FACE BOOK 활용전략

5

7. 10(목)
10시~18시

•현장탐방 벤치마킹(경주평생학습문화센터, 학습마을 등)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오진덕 연구원

6

7. 17(목)
14시~17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계획, 설계, 홍보 등)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노희숙 팀장

7

7. 24(목)
14시~17시

•리더역할/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사례발표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신기왕 센터장
행복학습코치 강민숙배

8

7. 25(금)
14시~18시

•평생학습리더에 의한, 리더를 위한 워크숍!
•종강 및 수료식

평생교육비전컨설팅
전하영 대표

동의대학교
김진화 교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김경우 팀장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노태일 평생교육사
서울 관악구청 교육사업과
김유미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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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동아리 팀별 모니터링 지원
연번

동아리명

장소

날짜

모니터링요원

1

공중그네

우리동네공부방
(동구홈플러스 정문 길 건너)

10/24(금) 16:30

한복희, 곽둘림

2

학사랑동아리

북구 행복마을 요양원

9/5(금) 13:30

김혜경, 김현주

3

울산음사모

홍명고등학교 체육관

9/20(토)11:30

이송미, 이상례

4

은빛돌고래 훈장님

명성몬테소리(월)
남목어린이집(화)

9월 오전
9월 13시

강민숙배,조귀남

5

흙사랑도예 동아리

경로당(울주)-변동

10월 예정

차진경, 박경숙

6

지혜날개를 달자

꿈나눔지역아동센터

8/22(금) 5시

김수미, 김수정

7

동아리“울림”

반구대암각화

10/18(토) 9:30~15:00

김기순, 우지원

8

우다다 소리제작소

늘푸른요양원(성안)

8/27(수)14:00

김선미, 원정숙

9

우리마을 그린맘봉사단

재밌는 도서관
(울산대 후문 버스정류장 2층)

9/5(금) 14:00

양택석, 공용자

10

울산장애인 e스포츠

울산자연경관보존회
울산지부교육장

9/22(월)14:00

신수경, 하남정

11

향무회

언양 평화요양병원

10/23(목) 14:00

정연욱, 김현주

12

효연극동아리

우정초송죽관(강당)

10/22(수) 10:00

김현주, 정연욱

13

울산드림봉사 동아리

국민소규모요양원

10월로 변경

권정화, 박경숙

14

숲속아띠

함월산
(성안중학교 뒤 테니스장 부근)

9/17(수) 10:00

강미영, 오다영

15

은하수섹소폰 동아리

늘푸른요양원(성안)

8/27(수) 14:00

강민숙배, 조귀남

16

디베이트연구회

흥사단사무실
(신정2동 659-1 202호)

10/16(목) 11시

이채기, 이영희

17

차향기동아리

상인군경협회(성안)

9/2(화) 10:00

정은수, 이현미

18

솜씨나눔동아리

북구천곡대동APT 도서관

9/18(목) 10:00

김기순, 우지원

19

오카리나봉사단

상인군경협회(성안)

9/2(화) 10:00

김혜경, 조은희

20

프렌들리 잉글리쉬

상안초등학교 3-4 교실

9/24(수) 8:20~8:50

강민숙배, 조귀남

 추진 성과
○ 세부프로그램 수 : 8차시
○ 참여인원 : 30명
○ 수료인원 : 29명(출석률 80%이상)
○ 재능기부 : 30명(평생학습동아리 30개팀 모니터링)
○ 정성적 성과 : 평생학습 문화확산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의 평생학습리더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활동사진

5. 평생학습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 울산 지역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 및 문화확산
○ 평생학습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평생학습 활동 장려
 추진현황
○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14. 3. 24
○ 공모접수 및 심사 : ’14. 4. 10
○ 지원사업 선정기관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4. 4. 18.(금) 15:00~17:00
•대상 : 사업선정 동아리 관계자 30명
•장소 : 울산발전연구원 4층 U-Campus
•주요내용 : 사업설명, 사업비 사용·교부신청·정산안내
○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교육 : ’14. 6. ~ ’14. 9
○ 평생학습동아리 리더교육
•일시 : 2014. 7. 11.(금) 13:00
•대상 : 울산지역 평생학습동아리 리더 80명
•장소 : 울산시청 본관 2층 시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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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시간

강의내용

비고

12:55 ~ 13:00

5‘

등록 및 안내

울산평생교육진흥원

13:00 ~ 13:05

5‘

인사말씀

울산광역시

13:05 ~ 16:05

180‘

평생학습동아리 장(場)하다Ⅰ
(평생학습동아리 활동메뉴얼교육)

제주평생교육진흥원 홍숙희

16:05 ~ 16:10

5‘

휴식 (Tea Time)

16:10 ~ 17:10

60‘

평생학습동아리 장(場)하다Ⅱ
(울산지역 학습동아리활동 사례발표)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경신

17:10 ~ 17:30

20‘

질의응답 및 마무리

울산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동아리 모니터링
•수행기간 : 2014. 9. ~ 11.
•수행인원 : 평생학습 리더 30명, 사업운영 담당자
•수행내용 : 학습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
○ 정산서 취합 및 결과보고서 제작 : ’14. 11.
 추진성과 : 30개팀, 317회 자원봉사활동
번호

동아리명

구분

계획

성과

달성율

소속

활동지역

1

공중그네

학습

20

28

140%

동구

동구

2

학사랑동아리

공연

8

10

125%

북구

울주군, 북구, 남구

3

꼼지쌈지맘

재능

5

5

100%

중구

남구, 중구, 울주군

4

울산음사모

공연

6

6

100%

남구

동구, 중구, 울주군, 남구

5

심명사랑나눔 봉사회

공연

8

8

100%

중구

중구, 울주군, 남구

6

국학기공 봉사단

재능

10

10

100%

남구

울주군, 북구, 중구, 동구, 남구

7

유아풍물 놀이마당

공연

8

9

113%

중구

울주군, 중구

8

은빛돌고래 훈장님

재능

5

17

340%

동구

동구

9

흙사랑 도예동아리

재능

6

6

100%

울주군

10

지혜의 날개를 달자

재능

24

25

104%

남구

남구

11

다양다색

학습

5

6

120%

중구

중구

12

행복한코치

학습

5

5

100%

중구

중구

13

우리가락 봉사동호회

공연

5

10

200%

남구

중구, 남구

14

동아리“울림”

학습

5

7

140%

울주군

울주군, 중구

울주군

평생교육진흥원

번호

구분

계획

성과

달성율

소속

15

우다다 소리제작소

동아리명

공연

5

5

100%

중구

울주군, 중구

16

오방빛

재능

8

10

125%

중구

북구, 중구

17

문풍지 공연동아리

공연

8

8

100%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18

우리마을 그린맘봉사단

재능

5

5

100%

남구

남구

19

울산장애인 e스포츠

공연

6

6

100%

울주군

20

향무회

공연

5

5

100%

북구

울주군, 남구, 북구

21

효연극동아리

재능

9

12

133%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22

미래연 동아리

재능

5

5

100%

중구

중구, 울주군

23

숲속아띠

학습

5

7

140%

중구

북구, 중구, 남구

24

꿈터독서회

학습

9

8

89%

남구

남구

25

은하수 색소폰동아리

공연

5

5

100%

중구

중구

26

디베이트 연구회

학습

8

60

750%

남구

남구, 중구

27

차향기동아리

재능

5

5

100%

중구

중구

28

솜씨나눔동아리

재능

6

7

117%

북구

북구

29

오카리나 봉사단

공연

5

5

100%

중구

중구

30

프렌들리 잉글리쉬

재능

5

12

240%

중구

북구

 학습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모습

활동지역

동구,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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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사업목적
○ 울산지역 평생학습기관·단체 간의 교류와 평생학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관심 제고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추진현황
○ 행사명 : 제2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 기간 : 2014. 10. 31(금) ~ 11. 02(일), 3일간
○ 장소 :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일원
○ 주제 : 「학습하는 사회, 창조하는 울산」
○ 참가 : 지자체 구·군청 ,교육청, 울산평생교육기관·단체, 직업능력교육 및 여성단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학습동아리 등
○ 내용 : 평생학습 관련 홍보·체험관 운영, 학습동아리 발표회, 프로그램 시연회, 특별행사
(2:1도서교환전, 북스타트운동, DJ뮤직박스 등)
○ 주최 : 울산광역시
○ 주관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추진성과
○ 지원 기관 수 : 87개 기관·단체
○ 세부프로그램 수 : 104개
○ 참여인원 : 593명
○ 수혜인원 : 35,000명
○ 정성적 성과
•가족단위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났고,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상 (초중고, 중장년층, 장애인 등)의 참가 증가
•전년대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관람객들의 체험학습의 기회 확대 제공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한 지역사회 평생학습 이해 증진과 평생학습자 및 평생학습기관이 상호교류를 통한 콘텐츠 확대와 운영
개선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한 품질개선의 장이 되었고,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음

평생교육진흥원

7.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사업목적
○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사업 적극 홍보
○ 2014년도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제2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홍보 및 운영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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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행사명 :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기간 : 2014. 10. 17(금) ~ 19(일), 3일간 / 10:00 ~ 18:00(8시간 운영)
○ 장소 : 경기도 일산 KINTEX(제2전시장 9B, 10A, 10B홀)
○ 주제 : 학습하는 즐거움, 함께 나누는 행복
○ 부제 : 배우는 기쁨, 행복한 미래
○ 주요 프로그램 : 전시, 체험, 이벤트, 무대공연 등
 추진현황
○ 기관 협의 : 부스구성 및 세부디자인, 부스제작 업체 선정 등 사전협의
○ 참가 기관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중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구성 : 울산광역시 통합부스로 구성 및 운영
•주제 : 배움을 벗 삼아 성장하는 행복학습공동체
•중구 : 톡톡톡 스텐실 창작세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손거울 만들기)
•북구 : 북구의 세가지 빛깔 체험 프로그램 운영(미스트, 손바느질인형, 쇠부리 목걸이 만들기)
•울주군 : “반구대암각화 스마트폰 거치대” 체험프로그램 운영
○ 홍보활동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사업 홍보(참여기관 공동 홍보)
•참가기관 홍보자료(평생교육 활동내용 및 성과물) 및 기념품 공동 배부
•제2회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홍보(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자료)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관광지도 등 공공기관 자료
○ 부스운영 : 체험부스는 구군별로 나누어 운영(3개 구·군이 교대 운영)
•1일 체험참가인원 : 300명 이상 참가
 추진성과
○ 울산광역시 통합부스 구성과 운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지역의 평생교육을 한눈에 확인하는 부스를 운영함
○ 울산광역시의 평생교육 비전 및 사업 소개를 통하여 지역 평생학습 성과홍보 강화
○ 지역의 평생학습도시 3곳이 각각의 특징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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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사업
 사업목적
○ 구·군 평생학습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별 특화된 평생학습사업 운영 및 확산과 더불어 지역기반 사업 발굴에 힘쓰고자 함
 추진현황
○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14. 3. 24
○ 공모접수 및 심사 : ‘14. 3. 24 ~ 4. 7 / ‘14. 4. 11
○ 선정기관별 설명회 : ‘14. 3. 19 ~ 4. 16
○ 구·군 평생학습 컨설팅 상반기연수
•일시 : 1차 2014. 6. 26. 9:30~18:00 / 2차 2014. 7. 18. 14:00~18:00
•대상 : 5개 구·군 평생교육 담당자
•장소 : 울산박물관 세미나실
•내용 : 평생학습 우수사례 특강 및 울산 평생학습 적용가능성 논의
회차

1
6.26(목)

시간

강의내용

비고

09:30~10:00
(30’)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울산평생교육진흥원

10:00~13:00
(180’)

•평생학습마을만들기 “행복학습센터”
- 경주시 행복학습센터 사례발표
- 구･군 평생학습 담당자 논의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노태일

14:00~17:00
(180’)

•울산을 움직이는 힘 “평생학습매니저”
- 남양주시 학습등대 사례발표
- 구･군 평생학습 담당자 논의

2
7.18(금)
17:00~18:00
(60’)

•평생학습형일자리 “우리동네 지식강사”
- 울산광역시 평생학습 프런티어 프로젝트
- 구･군 평생학습 담당자 논의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김종선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김소현

평생교육진흥원

○ 구·군 평생학습 컨설팅 하반기연수
•일시 : 2014. 10. 15.(수) 9:30 ~ 12:30
•대상 : 5개 구·군 평생교육 담당자
•장소 : 울산발전연구원 4층 U-Campus
•내용 :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현황보고 및 애로사항 논의
일자

시간

10. 15.
(수)

강의내용

비고

09:20~09:30

•등록 및 안내

09:30~11:20
(110’)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경기도형 평생학습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례발표
- 질의응답

11:20~11:30
(10‘)

•휴식

11:30~12:30
(60‘)

• ‘울산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현황보고
-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애로사항 논의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선경 박사

구･군 평생교육담당자

○ 정산서 취합 및 결과보고서 제작 : 2014. 12.
 추진 성과
○ 지원 기관 수 : 4개 구·군
○ 세부 프로그램 수 : 9개
○ 참여인원 : 731명
○ 수료인원 : 700명

구분

프로그램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① 에코+생활텃밭학교
(도시內 농부 되기)

중구

남구

도시 ‘배움 즐거움 키움’
프로젝트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20,000

10,000

사업기간
6.24~7.24
(매주 화,목)

사업대상

모집

수료

46

40

42

35

30~60대
중구민

② 에코+생활텃밭학교
(텃밭매니저양성과정)

9.17~11.19
(매주 수)

③ 괜찮은 도시 만들기 아카데미
(행복학습매니저양성)

7.10~7.23

30~50대
중구민

20

20

① 평생학습매니저 양성을 위한
기본·심화과정

9.16~11.4
(매주 화)

남구민

3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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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①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

사업기간

사업대상

모집

수료

65

51

40

40

250

250

113

113

119

119

6.9~7.21
(매주 월,목)
북구민

내 삶의 the #
“원더풀 평생학습”

북구

울주군

행복울주!
온가족 자연체험학습
‘울주한바퀴’

20,000

② 찾아가는 우리동네 지식강사

9월~11월

③ 늦깎이 학생의 도전 골든벨

10.8

① 울주한바퀴 상반기과정

6.22~7.20

② 울주한바퀴 하반기과정

10.19~11.16

15,000

관내 성인
문해기관
울주군
거주
3인 이상
가족

 구·군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활동 사진

9. 베이비붐 세대(40·50·60)통합 지원사업
 사업목적
○ 베이비붐(40·50·60)세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자격증) 및 취업연계를 통한 사회활동 및 제3의 인생설계를 지원함
○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가족과의 이해와 관계증진 및 인간관계 등 교육,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하여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동기부여의 계기를 마련
○ 베이비붐세대가 평생학습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
 추진현황
○ 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공모 계획 : 2014. 2.
○ 사업 공고 : 2014. 3. 19(수) ~ 2014. 4. 7(월), 18:00까지
○ 공모심사 및 결과통보 : 2014. 4. 14(월)/2014. 4. 15(화)
○ 선정기관 사전설명회 진행 : 2014. 4. 18(금), 13개 선정기관 담당자
○ 13개 기관 MOU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4. 4. 18(금)

평생교육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 2014. 4. 18(금) ~ 11. 28(금)
○ 13개 협약기관 모니터링 실시
○ 사업성과 발표회 개최 : 2014. 11. 26(수) ~ 27(목)/13개 기관 관계자
○ 성과나눔콘서트 참가 : 2014. 12. 5(금)/울산박물관 강당
○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4. 12. 12(금)
○ 베이비붐세대(40·50·60)통합지원 사업 수행기관
연번

사업수행 기관명

1

울산대학교

2

프로그램명

학습자(수료자)

플로리스트지도사 양성과정

20명(17)

울산과학대학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재활운동(물리)치료과정

32명(26)

3

춘해보건대학교

산후도우미 양성과정

15명(12)

4

울산광역시노인일자리지원센터

빛나는 新중년을 위한 인생설계 미술심리 상담사 과정

36명(34)

5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제2전성기를 꿈꾸는 친환경 천연화장품 2급 자격증 과정

20명(17)

6

㈜에이블아트

목공예-405060 인생 2막 스타트-

20명(20)

7

(사)울산문화방송 시청자미디어센터

레디~ 스마트!

32명(22)

8

염포양정도서관

지식형 힐러(healer) 자격과정

17명(15)

9

울산숲원예복자협회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도시농부 꿈 키우기

33명(18)

10

(사)울산시니어포럼

울산 시니어 예술공연단 창단 프로젝트(Ⅰ)

115명(105)

11

문화예술교육프렌드

역사는 히-스토리(his-story)다!

32명(25)

12

범서문화마당

수익작물로 인생이모작

29명(25)

13

(사)울산효사관학교

효지도사 양성과정
총 학습자

150명(123)
551명(353)

○ 베이비붐세대(40·50·60)통합지원 사업 개요
•기간 : 2014. 3 ~ 12
•장소 : 베이비붐세대(40·50·60)통합지원 사업 수행기관 교육장
•대상 : 베이비붐세대 학습자 551명
•내용 :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수립에 기여를 위해 3개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지원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직업연계, 자격증 취득, 전문역량 강화)
-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전문적인 자기개발 기회제공, 가족의 이해와 관계증진 및 인간관계 교육, 상담 및 컨
설팅 지원 등)
- 대학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대학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운영)
 추진성과
○ 사업운영 13개 협약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성과발표, 세미나,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자격증 취득, 자원봉사, 재능기부, 시간
제일자리 등 성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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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수행 기관명

추진성과

1

울산대학교

2

울산과학대학교

- 지역의 마라톤대회 자원봉사 활동

3

춘해보건대학교

- 취업컨설팅 : 15명×1회 / 취업생상담 : 15명×2회
- 일자리창출 : 4명

4

울산광역시노인일자리지원센터

5

북구종합사회복지관

6

㈜에이블아트

7

(사)울산문화방송 시청자미디어센터

8

염포양정도서관

9

울산숲원예복자협회

- 자격증 응시 : 12명 / 자격증 취득 : 12명
- 평생학습형 일자리 관련 특강 : 2회×12명
- 평생학습형 일자리 활동 참가자 수 : 5명

10

(사)울산시니어포럼

- 지역축제 및 행사 참가 : 5회
- 자원봉사 활동 : 노인요양병원, 노인정 방문 공연

11

문화예술교육프렌드

- 자격증 응시 : 25명 / 자격증 취득 : 21명
- 평생학습형 일자리 관련 특강 : 3회×2명
- 평생학습형 일자리 활동 참가자 수 : 5명(정규직2,파트3)

12

범서문화마당

- 수강생 상담 : 16명×42회 / 취업컨설팅 : 12명×30회

13

(사)울산효사관학교

- 자원봉사 : 197명×45회×90시간 / 특강 : 38명×8회

- 자격증 응시 : 15명 / 자격증 취득 : 15명
- 자원봉사 : 15명×3시간 / 재능기부 : 18명×2회×8시간

- 자격증 응시 : 34명 / 자격증 취득 : 34명
- 상담 및 취업컨설팅 : 15회(259명)
- 취업연계실적 : 48명 / 재능나눔 : 46(15회/108시간)
- 자격증 응시 : 20명 / 자격증 취득 : 17명
- 재능기부 : 23명×2회×4시간
- 자격증 응시 : 10명 / 자격증 취득 : 5명
- 자원봉사 : 20명×1회×3시간
- 일자리 관련 특강 : 20명×2회(활동인원 5명)
- 자원봉사 : 10명×15회×30시간
- 재능기부 : 5명×5회×5시간
- 한국사지도사 2급 : 14명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8명), 2급(2명), 3급(9명), 4급(1명)

평생교육진흥원

10. 울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업목적
○ 평생교육 정책·사업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포럼 및 행사 운영
 추진현황
○ 평생학습자문회의(2회)
•일시 : 2014. 2. 20 / 2014. 4. 4,
•대상 : 평생교육 관련 학·연·관 담당자 17명
•장소 : 울산발전연구원 4층 회의실
•내용 : 울산평생교육 중점추진과제 논의 및 평생교육진흥 방향 모색
•자문회의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소속기관

직위

성명

1

진흥원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원 장

하동원

2

진흥원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

신기왕

3

시청

울산시청(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사무관

최민자

4

교육청

울산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사무관

문명곤

5

지자체

울산시중구청(평생교육, 자치행정)

계 장

임미영

6

지자체

울산시울주군청(평생교육)

계 장

김방우

7

대학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 수

임진혁

8

대학

울산대학교(평생교육원)

원 장

김 섭

9

대학

울산과학대학교(평생교육원)

원 장

김철용

10

대학

춘해보건대학교(평생교육원)

원 장

김옥숙

11

문화예술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현숙희

12

여성

울산YWCA

회 장

문상순

13

청소년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 장

이은영

14

방송문화

울산MBC방송문화센터

대 표

안희택

15

문해교육

울산문해교육연합회

회 장

김동영

16

지역참여

RCE 교육분과

위원장

송병열

○ 울산광역시 평생학습포럼 개최
•일시 : 2014. 9. 15(월) 13:30 ~ 17:30
•대상 : 235명(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담당자 등)
•장소 : 울산 시청본관 2층 시민홀
•주제 :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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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평생학습 자문회의 2회 개최
○ 울산 평생학습 포럼에 참석한 총 인원은 총 235명으로, 공공기관(구군, 교육청, 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1.5%, 민간기관(대
학, 복지관,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 31.9%, 기타(학습동아리회원, 문해학습자) 56.6% 참여
○ 평생학습포럼 만족도 분석
•포럼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분석 결과, ‘포럼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요구 반영정도’는 7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보
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4%로 나타나 평생교육기관 담당자와 시민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관(학습자)의 도움정도’는 8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참석자가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토론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담당자의 준비도·열정정도’는 8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참석자 대다수가 평생학습 포럼의 준비 및 진행이 원활한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을 알 수 있었음
•‘장소 및 편의시설’은 87%의 높은 비율로 만족스러웠다고 나타나 시청본관 시민홀이 참석자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음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8%가 만족스러웠다고 나타나 울산 평생학습 포럼 참여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활동사진

평생교육진흥원

11.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사업목적
○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정보망 시스템연동과 정보저장 표준에 따른 DB 관리·공유를 위한 연동체제 구축
○ 시민대상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 관련 동영상 콘텐츠제공을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증진
○ 울산지역의 평생교육 DB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평생교육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일원화된 평생교육 정보를 평생교육기관
에 제공
○ 울산지역 전체의 평생교육 기관 및 기관운영 프로그램 정보수집 및 관리
 사업개요
○ 사업명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 기 간 : 2014. 1. ~ 2014. 12
○ 대 상 : 울산지역 평생교육기관·단체 유관기관(지자체, 민간평생교육기관, 대학, 문화예술, 사회복지, 문해교육, 시민참여분야 등),
동아리, 시민 등
○ 사업내용
•울산지역 전체의 평생교육 기관 및 기관운영 프로그램 정보 취합 및 제공
•평생교육 기관 및 기관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평생 학습 참여강화
•울산의 평생교육 DB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평생교육 홈페이지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 안정화
•정보망 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국가·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정보망 연동과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DB 구성을 평생교육정보 저장 표준에 준하여 운영
유도
 추진현황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 콘텐츠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 : 2014. 3. 14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유·공동제작·정보 교류를 통하여 지역 평생교육 진흥
•평생교육 동영상 350여개를 지원받아 울산시민 대상의 동영상 서비스 제공
○ 구군 평생학습홈페이지 담당자 실무회의 개최 : 2014. 5. 23
○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계약체결 : 2014. 6. 1
○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착수보고회 : 2014. 6. 13
○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중간보고 : 2014. 9.
○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정보의 DB 업데이트 : 상시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계약체결 : 2014. 8. 29
○ 홈페이지 개편 및 우지보수 최종보고회 : 2014. 12
 추진성과
○ 누적 기관등록 수 : 207개
○ 누적 강좌등록 수 : 14,932개
○ 연간접속건수 : 259,576건 / 일일평균 접속건수 : 7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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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접속건 수

월

접속건 수

1월

14,317

7월

28,949

2월

16,406

8월

25,595

3월

20,165

9월

19,581

4월

19,487

10월

19,348

5월

23,666

11월

21,846

6월

26,195

12월

24,021

○ 국가 평생교육포털 사이트 늘배움 연동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동영상 연동
○ 홈페이지 개편 후 5개 구군 홈페이지 연동 : 구･군 홈페이지 접속자 증가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실시 : 135개 기관 대상 조사

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 프런티어 프로젝트
 사업목적
○ 지식·재능·노하우를 가진 지역주민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지식과 재능을 전달하는 평생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추진현황
○ 사업비 : 60,000,000원
○ 사업설명회 개최 및 4개 컨소시엄기관 MOU 체결 : 7. 21.
•일시 : 2014. 7. 21.(월) 16:00~17:30
•장소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4층 U-Campus
•대상 : 컨소시엄기관 4곳 실무담당자
•내용 : 사업 개요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 사업지원금 교부 : 7. 25.
○ 울산 평생학습 컨설팅 연수 개최
•일시 : 10. 15(수) 9:30 ~ 12:30
•대상 : 5개 구·군 평생교육 및 컨소시엄기관 담당자 등
•장소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4층 U-Campus
•내용 : 우수사례 발표, 우리동네 지식강사 배치전략 및 구·군 평생학습사업 애로사항 논의
○ 컨소시엄기관장 간담회 개최
•일시 : 10. 23.(목) 12:00 ~ 13:30
•대상 : 컨소시엄기관 4곳 기관장
•내용 : 사업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논의
○ 울산광역시 평생학습 프런티어 프로젝트 모니터링 4회 실시 : 11. 13. ~ 11. 25.
•내용 : 강의활동 점검 및 우리동네 지식강사 인터뷰

평생교육진흥원

○ 2014년 울산 평생학습 성과나눔콘서트 개최
•일시 : 12. 5(금) 13:30 ~ 17:30
•대상 : 156명(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담당자, 학습자 등)
•장소 : 울산박물관 강당
•내용 : ‘14년 울산 평생학습사업 성과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
 추진성과
○ 정성적 성과
•지역주민과 평생교육기관을 연계·지원하는 평생학습 기반 플랫폼 구축
•지역주민의 전문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에 지식·공유·환원을 통한 평생학습문화 조성
○ 정량적 성과

구분

수행기관

경력단절여성

실적
양성인원

강사배치

재능기부

수혜인원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53

25

24

1,066

은퇴(예정)자

울산북구노인복지관

32

20

20

2,704

은퇴(예정)자

울산YWCA

30

6

6

276

다문화인

한국다문화희망협회

36

14

20

824

151

65

70

4,870

합계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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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창업센터
울산청년창업센터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으로 청년창업활성화를 도모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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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명 : 2014 울산청년CEO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12. 31(12개월)
○ 총사업비 : 1,800백만원(시비)
○ 주관기관 : 울산발전연구원
○ 참여기관 : 울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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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참가인원 : 모집목표 120명 기준으로 각 기관과 협약을 맺은 전체 인원
•중도탈락 : 사업기간 중간 자진퇴거 또는 규정에 의한 퇴거인원
•수료자 :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수료기준에 적합한 인원 (사업자등록증 발급, 교육 40시간 이수한 인원)
•미창업자 : 사업을 현실화를 위해 창업 준비 중인 인원
•고용창출인원 :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대표, 팀원, 추가고용 포함한 인원
•매 출 액 : 협약종료시점까지 제출 된 보고서에 근거한 단순 합산한 금액
•지식재산권 : 협약종료시점까지 제출 된 보고서에 근거한 단순 합산한 수
•기관별 추진 실적
(2015. 1. 13기준)

총인원
구분

참가인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결과
인원

달성
비율
(%)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120
(4)

128
(4)

106

58

60

30(4)

34(4)

7

8

20

21

5

5

10
90
(4)

110
(4)

7
120

43

46

8

창업준비
고용창출인원

울산대학교

목표
인원

중도탈락
수료자

울산청년창업센터

20

80

2
23(4)

32(4)

7
400

10

37

0
5

7

0
5

24

1
15

20

1
1

2

0
4

5

0
3

17

0
1

0

매출액
- 누계(원)

1,713,044,979

1,520,382,440

163,162,539

2,000,000

27,500,000

0

지식재산권

15

5

4

0

3

0

※ 울산대학교의 ( )인원 기술창업인원이며, 기술창업을 포함한 인원.
예) 목표인원 30(4) → 목표인원 30명 중 4명은 기술창업분야

울산청년창업센터

•창업진행 현황
(2014. 12. 19기준)

목표인원(명)

참가인원(명)

수료인원(명)

매출현황 - 누계(원)

고용현황(명)

지식재산권(개)

120(4)

128(4)

110(4)

1,713,044,979

80

15

※ 2014년 5기 예비청년CEO 수료 인원은 108명이며, 추가 발급 대상자 2명이 포함되어 총 110명이 수료인원으로 2014년 수료증이
발급됨
 추진현황

1) 창업자 모집
○ 모집기간 : 2014. 1. 15(수) ~ 2. 13(목)
○ 지원대상
•만 18세 ~ 만 39세 (1975년 1월 1일 ~ 1996년 12월 31일생)
•접수일 기준 현재 울산시 거주자(주민등록 주소 기준)
•창업을 희망하고 의지가 있는 자 (팀원 가능)
•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울산청년CEO육성사업 기수혜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창업프로그램 참가자는 제외
○ 목표 모집 인원 : 기술, 창조, 일반 창업분야 총 120개 팀
○ 제출서류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014. 2. 14(금)
•사전교육(사업계획서작성법) : 2014. 2. 19(수) ~ 2. 20(목)
•2차 면접심사 2014. 2. 27(목) ~ 2. 28(금)
○ 접수방법 :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및 울산청년창업센터 현장접수
○ 심사위원 : 울산청년창업센터 컨설팅 전문위원 풀 활용
○ 최종결과 통보일자
•2014. 3. 5(수) SMS 및 홈페이지 공지

2) 선정결과
○ 예비청년CEO 지원자 : 총 2934건 조회 / 총 135팀 신청
○ 예비청년CEO 합격자 : 135팀 중 최종 60팀 합격 (목표인원 58팀)
○ 분야별 합격자수
구분

기술

창조

일반

총계

합격자수

4팀

43팀

13팀

60팀

237

238
2014 UDI Annual Report

○ 참여기관 합격자수
기관명

목표인원

합격인원

울산대학교

30(4)

34(4)

영산대학교

7

8

울산과학대학교

20

21

춘해보건대학교

5

5

총계(합격인원)

128(4)팀

* ( ) 는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 참가수

3) 참여기관 선정 및 관리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운영기관 제출 : 2014. 1. 8(수) 제출기한
○ 주관기관 협약심의 : ~ 2014. 1. 20(월)
○ 참여기관 실무자 워크숍
•1차 : 2014. 2. 6(목) ~ 2. 7(금) / 기관별 사업계획발표, 사업운영에 대한 토론
•2차 : 2014. 7. 11(금) ~ 7. 12(토) / 창업우수기관 탐방
○ 참여기관 실무자 회의 : 7회 실시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 참여기관 사업화 진도 및 중간정산보고서 점검, 운영점검
•점검일정 : 2014. 7. 18(금) ~ 7. 24(목)
•사전점검 : 중간보고서 검토 (7. 10까지 제출)
•방문점검 : 각 기관 현장 방문 운영 점검(중간 점검표 활용)
•기관별 점검 일정
•점검 결과
구분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수사례

0

1

1

2

지적사항

4

0

1

0

요청사항

3

0

0

0

•결과처리 : 참여기관별 결과 통보 공문 발송 및 처리 결과 제출 요청

울산청년창업센터

4) 청년CEO 창업지원
○ 4기 오리엔테이션 : 2014. 3. 7(금)
○ 울산청년창업페스티벌 및 5기 출범식 : 2014. 3. 14(금) ~ 3. 16(일)
•오프라인매장 홍보 및 울산청년CEO육성사업 홍보부스 운영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청년CEO 사업홍보부스운영
•중앙전통시장 상인회 시식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 진행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공통교육, 심화∙전문교육, 멘토링∙컨설팅, 세미나 실시
•창업프로그램
연번
1
2

3

구분
선발교육

내용

일시

장소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이론)

2014-02-19

울산청년창업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컨설팅)

2014-02-20

울산청년창업센터

온라인 교육 - 총 11과목

2014-04-07
~ 2014-05-04

창업에듀
온라인 교육

공통집중교육(그룹멘토링)

2014-04.24
~ 2014-04-25

울산청년창업센터

공통교육

4

[1회차] 창업자금 활용방안
- SBC인증원 전문위원 김영주

2014-05-15

울산청년창업센터

5

[2회차] 창업회계와 세무관리
- 한빛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동필

2014-06-11

울산청년창업센터

6

[3회차] 자기경영과 셀프리더십
- ㈜수토피아HR컨설팅 이사장 변희영

2014-06-19

울산청년창업센터

7

[4회차] 사업계획서 작성과 타당성 분석
- ㈜비즈마코리아 대표 최이규

2014-06-26

울산청년창업센터

8

[5회차] 프레젠테이션 스킬
- 프레젠테이션코칭연구소 소장 전진근

2014-07-10

울산대학교

9

[6회차] 쇼핑몰과 전자상거래활용
- ㈜수토피아HR컨설팅 강사 김성태

2014-07-17

울산청년창업센터

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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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10

심화교육

일시

장소

[7회차] 사회적기업 창업 및 운영
- 사회적기업개발원 본부장 배준호

2014-08-07

울산청년창업센터

11

[1회차] 서비스교육 및 매장운영관리
- 현대백화점 울산점 고객서비스파트과장 이해찬

2014-09-25

울산청년창업센터

12

[2회차] 실전포토샵 활용교육
- 에이치아이디어 대표 김연정

2014-10-01
2014-10-08

울산청년창업센터

13

[3회차] 블로그제작운영방법
- 제이에스랩 대표 최재식

2014-10-28
~ 2014-11-12
(화, 수)

울산청년창업센터

전문교육

내용

14

[4회차] 제품사진촬영기법
- 페이퍼포토 그래프 실장 김형준

2014-11-04
2014-11-05

울산청년창업센터

15

[5회차] 협상&세일즈스킬
- ㈜수토피아HR컨설팅 이사장 변희영

2014-11-10

울산청년창업센터

16

[6회차] 블로그제작운영방법 추가교육
- 제이에스랩 대표 최재식

2014-11-18
~ 2014-11-26
(화, 수)

울산청년창업센터

교육과정설계 및 수업설계 세미나

2014-07-30

울산청년창업센터

비즈니스 전략수립 세미나

2014-08-22

울산청년창업센터

17

세미나
18

울산청년창업센터

○ 성공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2014 대한민국창업리그 예선-창업진흥원) : 2014. 5. 23(금) ~ 5. 24(토)
•조별 모의 아이템 마케팅 전략구상, 토크콘서트, 선배창업자와의 만남, 교류의 시간
•경진대회진행(사업계획서 발표평가 → UCC영상평가 → 마케팅 아이디어에 대한 질의응답)

○ 예비청년CEO – 매니저 간담회 : 4회 실시 (전체간담회, 그룹간담회)
•예비청년CEO들의 사업진행상황, 애로점 파악, 울산청년CEO육성사업 공지 등

○ 창업자 중간심사 : 3회 실시 (사업추진정도에 따른 평가,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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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CEO대상 선진사례 탐방 : 2014. 11. 7(금) ~ 11. 8(토)
•헤이리 예술마을탐방, 제니퍼소프트 기업탐방, 디자인코리아 2014 박람회 참관

○ 5기 예비청년CEO 수료식 : 2014. 12. 19(화)
•2014년 사업실적보고, 우수창업자 수료증 수여, 창업우수사례발표, 5기 수료 축하공연(5기 청년CEO), 우수아이템 전시

5)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 자문위원회
•1차 : 2014. 6. 12(목), 르호봇비즈니스센터, 콘텐츠코리아랩 / 창업지원정책 자문회의
•2차 : 2014. 11. 27(목), 울산청년창업센터 / 지역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
○ 유관기관 간담회
• 1차 : 2014. 5. 29(목), 울산지식재산센터
•2차 : 2014. 7. 14(월),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차 : 2014. 8. 11(월),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4차 : 2014. 10. 7(화), 울산신용보증재단
•5차 : 2014. 10. 27(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

울산청년창업센터

6) 창업자 홍보 및 사업 홍보
○ 성공사례 동영상 제작 : 2014. 3. ~ 2014. 12.
•1편당 3분이내, 총 10편제작 ‘덤벼라 세상아’ 시리즈 /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수료기업
•웹진, 온라인 홍보매체 등에 송출 가능한 동영상 제작

○ 웹진 제작 : 2014. 3. ~ 2014. 12.
•기사 및 소식을 웹 매거진 형태로 발간, 격월발행(총 5회)
•전문가 기고, 선배창업자들의 창업노하우, 라이징 스팟, 창업 네트워크, 창업 지원사업 안내
○ 온라인 홍보(SNS,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언론홍보

7) 창업자 사후지원
○ 울산지역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네트워크 세미나 : 2014. 11. 28(금)
•기업가정신 특강, 중소기업 지원정책안내, 울산지역 청년창업자 및 중소기업CEO 만남의 장, 울산지역 청년창업자협의체 발족
○ 청년창업자 IR세미나 : 2014. 12. 9(화)
•투자유치방법 특강, 청년CEO 투자설명회(발표자 4명), 현장컨설팅
○ 중소기업 재도전 네트워크 간담회 : 2014. 12. 22(월)
•중소기업 재기 및 채무조정제도 정보공유, 재도전기업 신용회복 방법 및 재기교육, 재창업지원 노하우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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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축제 참가
○ 톡톡스트리트 마켓 : 2014. 4. ~ 2014. 12. 매월 첫째, 셋째주 토, 일요일 (총 24회 개최)
○ 진로직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 2014. 6. 19(목) ~ 6. 21(토)
○ 현대백화점–울산청년CEO 프리마켓 : 1차 : 2014. 5. 16(금) ~ 5. 18(일) / 2차 : 2014. 11. 14(금) ~ 11. 16(일)
○ 울산고래축제 : 2014. 7. 3(목) / 홍보부스운영 및 판매
○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 2014. 9. 4(목) ~ 9. 5(금)
○ 처용문화제 : 2014. 10. 2(목) ~ 10. 5(일)
○ 울산평생학습박람회 : 2014. 10. 31(금) ~ 11. 2(일)
○ 울산 중구, 남구 눈꽃축제 : 2014. 12. 24(수) ~ 12. 25(목)

9) 오프라인매장 ‘톡톡스트리트’ 운영현황
○ 매장명칭 : 울산청년들의 열정을 파는 가게 「TalkTalk st.(톡톡 스트리트)」
○ 개장일자 : 2013. 3. 22(금)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95-23 2층(370.47㎡ (112.06평))
○ 목표 인원 : 18팀(현재 18팀 운영 중)
○ 입점기준 :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및 창업 우수자

울산청년창업센터

○ 입주자 명단
연번

호수

기수

이름

성별

업체명

업체소개

1

201

3기

조아름

여

J-artti (제이아티)

커피전문점

2

202

5기

오재영

남

울산컬쳐쇼크

디자인 의류, 악세사리

3

203

2기

김지혜

여

크리스티앙

고래캐릭터 만주 판매

4

204

5기

유은혜

여

OWEI POUCH

핸드메이드 홈패션(파우치, 출산선물)

5

205

4기

김철민

남

그 남자의 그릇장

수제 도자기

6

206

4기

박지은

여

핸드메이드 지니

리본 공예품 및 선물포장

7

207

3기

장한진

여

한국공예문화교육센터

소매업, 서비스

8

208

교육장

9

209

공동 탈의실 및 배송물품 집하장

10

210

4기

박주희

여

H.NAIL

네일 아트

11

211

4기

권선재

남

청년무

공정무역 및 악세사리 제작

12

212

4기

유명한

남

H.COOP

가죽 공예

13

213

1인창조기업

권태흥

남

몽토

수제 생크림 케이크

14

214

5기

허영란

여

아트힐링

DIY캔버스 명화

15

215

5기

김정아

여

제이에이공작소

석고방향제, 수제 향초

16

216

5기

하경렬

남

모티즘

디자인 의류

17

217

5기

오미경

여

모퉁이를 돌면

재활용품 공예 제품

18

218

5기

김현지

여

밀크블라썸

여성악세사리 제작, 판매

19

219

5기

정지애

여

청춘디자인연구소

캘리그래피 제품, 양말공예제품

20

220

5기

송선주

여

비언아트러버

일러스트 그림, 삽화, 디자인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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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개요
○ 사업명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4. 04. 01~2014. 12. 31
○ 총사업비 : 115,000천원
○ 관리기관 : 중소기업청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청
 사업목적
○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 울산지역에 청년 친화적인 지식서비스업 육성 여건 조성
○ 울산청년CEO육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지원의 효율성 확보
○ 지역에 창업 마인드 제고 및 확산의 필요성
 추진현황

1) 입주기업 모집
○ 모집대상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거주지 등)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장 주소 이전) 입주 후 사업장 주소를 비즈니스 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 모집규모
•장기 지정 입주 : 11인
•단기 입주 : 8인 내외
•회원모집 : 인원제한 없음
○ 모집 및 심사 일정
•1차 서류심사 : 2014. 04. 24(목)
•1차 서류통과자 개별 공지 : 2014. 04. 25(금)
•2차 면접심사 : 2014. 04. 30(수)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4. 05. 02(금)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작 : 2014. 05. 08(목)
○ 서류심사
•제출서류 : 입주 신청서(별지서식2),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회원카드 발급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
함) 제출
•입주 신청 : 19팀

울산청년창업센터

○ 면접심사
•심사일시 : 2014. 04. 29(화) 13:30 ~ 18:00
•심사장소 : 울산청년창업센터 8층
•심사위원 : 외부심사위원 3인, 내부심사위원 1인

2) 선정결과
○ 면접심사 결과
구분

서류신청인원

1차 서류심사 합격자

2차 면접대상자

최종합격자

인원

20개팀

18개팀

18개팀

18개팀

3) 추가 입주기업 모집
○ 모집대상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거주지 등)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장 주소 이전) 입주 후 사업장 주소를 비즈니스 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 모집규모
•장기 지정 입주 : 7인
•회원모집 : 인원제한 없음
○ 모집 및 심사 일정
•1차 서류심사 : 2014. 11. 12(수)
•1차 서류통과자 개별 공지 : 2014. 11. 13(목)
•2차 면접심사 : 2014. 11. 17(월)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4. 11. 18(화)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작 : 2014. 11. 21(금)이후
○ 서류심사
•제출서류 : 입주 신청서(별지서식2),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회원카드 발급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제출
•입주 신청 : 8팀
○ 면접심사
•심사일시 : 2014. 11. 17(월) 13:30 ~ 18:00
•심사장소 : 울산청년창업센터 8층
•심사위원 : 외부심사위원 2인, 내부심사위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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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결과
○ 면접심사 결과
구분

서류신청인원

1차 서류심사 합격자

2차 면접대상자

최종합격자

인원

8개팀

8개팀

8개팀

6개팀

○ 현재 창업 진행현황
(2014. 12. 기준)

목표인원
(명)

참가인원
(명)

사업자발급 현황
(개)

매출현황 - 누계
(천원)

고용현황
(명)

지식재산권
(개)

18

24

23

200,000

-

2

5)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이수자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현황
○ 오프라인매장(톡톡스트리트)
•디저트팩토리 몽토 / 권태흥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입교
•큐앤티씨앤씨 / 임국화

6)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모집 및 창업지원
○ 모집기간 : 2014. 4. 9(수) ~ 4. 23(수)
○ 1차 서류심사 : 2014. 4. 24(목)
○ 1차 서류통과자 개별 공지 : 2014. 4. 25(금)
○ 2차 면접심사 : 2014. 4. 30(수)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4. 5. 2(금)
○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작 : 2014. 5. 8(목)
○ 추가 모집기간 : ~ 2014. 11. 11(화)
○ 1차 서류심사 : 2014. 11. 12(수)
○ 1차 서류통과자 개별 공지 : 2014. 11. 13(목)
○ 2차 면접심사 : 2014. 11. 17(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4. 11. 18(화)
○ 비즈니스센터 입주 시작 : 2014. 11. 21(금)이후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맞춤형교육 및 기술경영멘토링 11회 실시
○ 청년CEO 및 1인창조기업대상 성공창업캠프(워크숍) : 2014. 05. 23(금) ~ 05. 24(토)
○ 1인창조기업 울산,울주 네트워크데이 : 2014. 08. 26(화)
○ 울산지역 우수 중소기업 탐방 : 2014. 09. 30(화)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문화예술분야 창업세미나 : 2014. 11. 20(목)
○ 울산지역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네트워크 세미나 : 2014. 11. 28(금)
○ 창업자 사업홍보 지원 : 언론, 홈페이지, SNS 및 웹진 홍보

울산청년창업센터

7) 유관기관 연계 사업
○ 르호봇 IR캠프 2014
•울산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공동 연계사업-르호복 IR캠프 : 2014. 10. 30(목) 16:00 ~ 19:00

8) 교육 및 컨설팅
연번

구분

일시

장소

온라인마케팅 및 SNS 홍보 교육

2014-08-13

센터 내

비즈니스모델 교육

2014-08-21

센터 내

3

블로그 제작 및 운영방법

2014-10-07~
2014-10-22

센터 내

4

블로그,카페,SNS 홍보 및 운영방법 그룹컨설팅

2014-08-14

센터 내

5

프랜차이즈 외식업 대상 전자메뉴 제품화 및 판로개척

2014-08-19

센터 내

6

전자메뉴 제품화 및 판로개척 맞춤형 컨설팅

2014-09-16

센터 내

지식재산권 및 특허 관련 맞춤형 컨설팅

2014-09-23

센터 내

르호봇 비즈니스센터 연계 IR캠프 컨설팅

2014-10-30

르호봇 여의도 IFC

9

쇼핑몰 제작과 운영방법 그룹멘토링 및 개별컨설팅

2014-11-18

센터 내

10

곤충산업분야 유망직종 및 기본지식 습득

2014-12-04

센터 내

11

곤충산업분야 유망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구상

2014-12-16

센터 내

1
2

7
8

맞춤형
교육

기술경영
멘토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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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네트워크 활용(세미나, 워크숍 등)
연번

일시

장소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오리엔테이션

2014-05-16

센터 내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간담회

2014-06-10

센터 내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2차 간담회

2014-07-03

센터 내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3차 간담회

2014-11-03

센터 내

5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추가 입주기업 오리엔테이션

2014-12-03

센터 내

6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4차 간담회

2014-12-15

센터 내

울산청년성공창업캠프

2014-05-23~
2014-05-24

경주 한화리조트

울산지역 우수 중소기업 탐방
(케이디텍(주) / ㈜상우식품 굳수 / ㈜켐텍)

2014-09-30

중소기업

울산, 울주 네트워크데이

2014-08-26

센터 내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문화예술분야 창업세미나

2014-11-20

센터 내

2014 울산지역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네트워크 세미나

2014-11-28

문수컨벤션 르부르홀

1
2
3
4

구분

간담회

7

창업캠프

8

탐방

9
10
11

세미나

내용

울산청년창업센터

10) 온라인 홍보
○ 2014년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관련 언론보도 및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 SNS 홍보
연번

건수

보도출처

1

비즈니스센터 선정

6

인터넷뉴스

2

입주기업 모집

3

인터넷뉴스

3

비즈니스센터 운영

9

인터넷뉴스

4

인터넷뉴스, 신문

4

구분

내용

언론보도 울산 우수 중소기업 탐방

5

중소기업 네트워크 세미나

7

인터넷뉴스

6

기타(성공창업캠프 등)

12

인터넷뉴스

7

문화예술분야 창업세미나, 입주기업 추가 모집

14

JCN중앙방송

8

입주기업 모집

2

울산청년창업센터 블로그 및 카페

성공창업캠프

2

울산청년창업센터 블로그 및 카페

울산 우수 중소기업 탐방

2

울산청년창업센터 블로그 및 카페

문화예술분야 창업세미나

2

울산청년창업센터 블로그 및 카페

울산 우수 중소기업 탐방

1

울산청년창업센터 페이스북

문화예술분야 창업세미나

1

울산청년창업센터 페이스북

14

1인창조기업 울산시 주관기관 선정’언론보도 공지

1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15

‘1인창조기업 센터 운영’언론보도 공지

1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1인창조기업 센터 운영’ 창업뉴스 공지

1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1인창조기업 센터 입주자 모집’ 언론보도 공지

1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18

1인창조기업 홍보영상 공지

1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19

입주기업 추가모집 공지

1

울산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여름호’창업정보 – 1인창조기업 지원사업 안내/전철호매니저

1

울산청년창업센터 웹진

‘겨울호’기획기사 - 울산 우수 중소기업 탐방

1

울산청년창업센터 웹진

9
10

블로그
카페

11
12
13

16
17

20
21

페이스북

홈페이지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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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4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울산, 울주 네트워크데이
○ 일시 : 2014. 08. 26(화) 10:00 ~ 17:20
○ 장소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교육장
○ 교육강사 : ㈜MBI컨소싱그룹 대표 최석재 박사,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부사장 목영두박사
○ 참석자 : 35명 (입주기업 및 운영인력, 관련 담당자, 강사, 컨설턴트)
구분

인원 (명)

비고

울산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0

울주군 시니어 창업센터

10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5

울산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창업진흥원 코디네이터, 강사

3

강사, 코디네이터

실무진

7

울산, 울주

합계

35

○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타당성 분석 교육
•파트너쉽 & 네트워킹 전략 교육
•코디네이터 POOL 지원사업 소개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소개
•코디네이터 상담(계약 수주 연계 등 판로지원) 및 컨설팅(세무, 회계, 창업, 인사, 금융 등)

12) 2014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울산지역 우수 중소기업 탐방
○ 일시 : 2014. 09. 30(화) 09:30 ~ 18:00
○ 장소 : 케이디텍(주) / ㈜상우식품 굳수 / ㈜켐텍
○ 대상 : 20명
•울산발전연구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실무진 5명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대표 및 정회원 15명
○ 내용
•중소기업 소개 및 견학
•우수기업운영 사례 벤치마킹 및 기업가 정신 강의
•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소개와 입주기업 판로개척 컨설팅 및 간담회

울산청년창업센터

13) 2014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울산지역 문화예술분야 창업 세미나
○ 일시 : 2014. 11. 20(목) 14:00 ~ 18:00
○ 장소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교육장
○ 교육강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팀장 박승준, 이코퍼레이션(주) 대표 김이숙
○ 참석자 : 32명 (입주기업 및 정회원, 울산청년창업센터 창업자 등)
○ 내용
•특강
- 2015년도 문화예술분야 전망 및 창업환경 특강
- 문화예술분야 창업.창직의 성공적인 사례 소개
- 문화예술분야 기업 마케팅 전략 및 특수경영기법
•멘토링 및 컨설팅
- 문화예술분야의 전망, 창업, 창직, 운영, 판로개척등에 관련된 질의 응답 및 멘토링
•네트워킹
- 울산지역 문화예술분야 관련 기업 및 종사자 만남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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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 선택형사업 추진
○ 목적 : 1인 창조기업의 지원 취지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더 나은 경영여건을 가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추진절차
1인 창조기업 신청

사업위원회 구성

➲

주관기관
(비즈니스센터)

관리기관(지방청),
주관기관(센터),
외부전문가 등

선택형 사업추진

➲

주관기관
(비즈니스센터)

선택형 사업 결과보고

➲

주관기관 →
관리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심사대상 : 선택형사업비 신청서 제출한 기업
○ 울산발전연구원(울산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지정석에 입주하여 있는 장기 입주기업
○ 사업자등록증 소유 입주기업
○ 선택형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23.557원

1차 선택형사업

23.557원

2차 선택형사업

3차 선택형사업

7,000원

462원

대상자

내용

•예누공방 이나연

시제품제작 2,287원

•얼 조건훈

광고홍보비 1,500원

•중고ST2 최익준

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제작, 카탈로그 및
SNS영상 3,000원

•위드꼬망스 김서희

홈페이지 개발, 홍보물 제작, 홍보비(버스) 3,970원

•워크앤라이프에이 박정현

마케팅사이트 개발 3,000원

•대한전자(주) 정원모

시제품 제작(일체형컴퓨터) 2,000원

•펀펀이벤트 차재민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마케팅 3,800원

•아이러브울산 홍지윤

홍보마케팅(온라인축제 홍보), 디자인(축제홍보) 4,000원

•whyner 류재용

기업마케팅 및 홍보사이트 개발 3,000원

•감성충전 이진우

매거진 폅집 및 발행(500부),
카타로그용 포스터 디자인 제작 및 발행(1,000부),
NFC 디자인 개발(샘플 제출) 4,000원

•예누공방 이나연
•whyner 류재용
•감성충전 이진우
•위드꼬망스 김서희
•워크앤라이프에이 박정현
•펀펀이벤트 차재민
•아이러브울산 홍지윤

업체홍보 배너제작 실물 지원

문화재센터
문화재센터는 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문화유적자료를
분석･연구함으로써 울산의
뿌리 깊은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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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집 언양읍성 남문 영화루
-남문 복원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보고서-

| 배은경, 김광옥, 김성욱, 전은영, 김현주, 박정환 |

이 발굴조사는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양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을 위해 실시하였
다. 사적 제153호로 지정된 언양읍성은 평지에 축조된 방형의
읍성이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언양읍성이 울산･부산･밀양･경
주 등 주변지역을 육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
에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읍성의 구조와 축조시기,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체성과 옹성의 축조 방법과 구조를 명확히 밝혔다. 체성
과 옹성은 지표면을 굴착하여 인두대 크기의 천석으로 잡석지
정하고 그 상단에 판상의 활석 → 지대석 → 기단석과 면석을
차례로 안으로 들이며 쌓아 올렸다. 체성과 옹성은 연결부가 서
로 맞물려 있는 점으로 보아 동시에 쌓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문지의 정확한 구조와 중복양상을 확인하였다. 초석
및 확돌 이외에도 문지에 깔린 박석의 형태를 통하여 남문지
가 사용된 최종 시기의 구조가 정면 3칸, 측면 2칸이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박석의 하층에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적심이 발견되어 남문이 개축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셋째, 해자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언양읍성 남쪽의 해자는 체
성과 옹성을 따라 굴곡을 지으며 조성되었고, 규모는 폭
3.5~5m, 현존 깊이 90cm로 확인되었다. 해자의 양쪽 벽면은
천석으로 석축을 엉성하게 쌓아 축조하였다.
넷째, 선대 성벽이 확인되었다. 현재 성벽보다 층서상으로 앞
선 시기에 조성된 선대석렬은 현재 성벽과의 거리, 평면형태,
진행 방향 등을 고려하면 성벽의 지대석과 같은 기저부 시설
로 추정된다. 이는 이른 시기 성벽의 존재가 확인되어 현재의
성벽이 확장되었음을 짐작케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번 발굴조사의 성과가 향후 언양읍성의 남문지 복원과 유적
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발굴기간 2012. 1. ~ 2012. 4.
발행사항 2014. 4, 145면
중요유물 자기, 기와 등

문화재센터

제76집 울산 중산동 615번지 유적

| 배은경, 김성식, 한선영, 전은영, 이선철, 박찬미, 김형규 |

울산 중산동 615번지 유적은 북구 중산동 일원에 거주하는 지

그 성과들은 울산과 신라라는 역사적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중

역민의 복지시설 증진을 위한 목욕탕 건립계획에 따라 구제 발

요한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굴조사를 진행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삼한~삼
국시대 목곽묘와 옹관묘, 석곽묘, 매납유구 등 총 38기를 확인
하였다.
울산 중산동은 삼한~삼국시대 분묘유적이 밀집 분포하는 지
역으로 1991년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시
작으로 학계에 알려졌다. 이후 그 중요도가 인식되어 일부 지
역이 울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울산은 삼한~삼국
시대 해상과 경주를 잇는 관문의 기능과 더불어 외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산동은 달천광산이
인접해 있어 경제적 부가 수반되었고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음은 여러 차례의 유적 조사를 통해 입
증되고 있다
중산동 일대의 유적은 경주와 울산을 연결하는 7번 국도 서쪽
으로 고분군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고 현재까지 많은 발굴조사
가 이루어졌다. 중산동 고분군 동쪽 산에서 뻗어 내린 해발
130m~200m의 구릉부 주변에는 삼국시대 주거지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중산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으나 매장문화재의 발굴
조사를 통해 분묘공간, 생산공간, 생활공간에 따라 지역의 공
간을 유연하게 이용하였음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울산 중산동 615번지 유적은 3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조성되기
시작하여 5세기 대까지 연속된 유적이다. 유적의 면적은 좁지
만 유구의 밀집도가 아주 높은 편이다. 4세기 대 중정판갑을
비롯하여 많은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고 이 자료는 중산동 지
역에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둔 정치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
는 자료들이라고 하겠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울산 중산
동은 경주지역의 위성도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신라와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지역이다. 이 일대의 조사와

발굴기간 2012. 5. ~ 2012. 8.
발행사항 2014. 7, 243면
중요유물 무문토기, 대부직구호, 철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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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집 울주 구미리 709-3번지 유적
-울주 두동면 구미리 709-3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배은경, 이재흥, 한선영, 김민경, 채상훈, 박찬미 |

울주 구미리 709-3번지 유적은 (주)컴텍에서 추진하는 공장신
축에 따른 발굴조사이다.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
미리 709-3번지에 해당하는 해발 153m의 구릉에 위치한다. 유
적에서는 삼국시대 목곽묘 41기와 옹관묘 2기를 비롯하여 청
동기시대 주거지 15동이 조사되었다.
울주 구미리 709-3번지 유적의 목곽묘는 출토유물로 보아 삼
국시대의 이른 시기인 4세기 전엽과 중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울주 구미리 709-3번지 유적의 목곽묘는 비록 행정
구역상 울산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배치에서 경주지역 목
곽묘와 같이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며 목곽묘간의 중복
현상이 없고 2개씩 나란하게 배치된 경우도 많다. 또한 그 구
조도 경주지역 중하위 고분군과 유사하게 평면형태는 매우 세
장하지만 뚜렷한 주·부곽식 목곽묘는 적고 대부분 단곽식이며
위석식 목곽묘는 보이지 않는다.
울주 구미리 709-3번지 유적의 목곽묘는 4세기 전엽과 중엽
의 짧은 시기에 조영되었고 그 위계도 높지 않지만 그동안 조
사가 부족했던 4세기 목곽묘군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가
있다. 또한 유적에서는 신라토기는 보이지 않으나 그 앞 시기
에 해당하는 고식도질토기가 출토되어 고식도질토기에서 신
라토기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기간 2012. 9. ~ 2012. 11.
발행사항 2014. 10, 282면
중요유물 석도, 무문토기, 고배, 철모 등

문화재센터

제78집 울산 매곡동 41-22번지 유적
-매곡2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배은경, 김성식, 전은영, 이선철, 박찬미 |

울산 매곡동 일원은 청동기시대 취락 여러 곳이 발굴조사되어
대규모 취락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취락 연
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울산 매곡동 41-22번지 유적은 울산 매곡2차 일반산업단지 조
성 계획에 따라 구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모토윈은 지표
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허가를 득하여 우리연구원에 시굴
조사를 의뢰하여 2012년 7월16일~7월 27일에 걸쳐 현장조사
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과 탄요 1기, 구상유구 2기
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굴조사 면적 7,500㎡ 중에서 유구
가 확인된 1,578㎡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문화재청 허가를 득
하여 우리연구원에서 2012년9월11일~10월16일 까지 현장조사
를 실시하였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식 주거지
4동, 탄요 1기, 구상유구 4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41-21
번지 일원으로 해발 157~165m의 완만한 구릉으로 서쪽에 인
접한 매곡1차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조사구역의 서쪽 가
장자리는 절개되었다. 이 일대는 동쪽의 동대산(해발 444m),
무룡산(해발 452m)에서 서쪽으로 뻗어 능선이 해발 100~150m
선상에서 경사도가 완만해져 동천까지 이어지고, 유적 대부분
은 완만한 구릉에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수량은 적고 잔존 상태가 좋지 못
하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경우 입지가 해발이 다소 높은 곳
에 자리하고 단위주거군을 이루기 보다는 산발적으로 분포하
고 있다. 또한 출토된 유물은 석부와 석촉 등이 주를 이루고 있
어 생업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곡동 41-22번지 유적이 매곡동 일원의 청동기시대 취락인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발굴기간 2012. 7. ~ 2012. 10.
발행사항 2014. 10, 53면
중요유물 석부, 석촉, 지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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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13 이월

‘14 착수

계

비고

기본과제

-

18

18

市 요청 정책과제

기획과제

-

2

2

연구원 자체 중장기 정책과제

정책과제

2

12

14

연구원 자체 정책과제

수탁과제

11

29

40

발주기관과 수탁 계약 체결 하에 수행

협약과제

4

24

28

보조금지원 협약 하에 수행

현안과제

2

12

14

시정현안에 관한 검토, 자문

이슈리포트

-

17

17

시정 현안 및 이슈에 관한 리포트

소계

19

114

133

◼ 기본과제 : 18건
순번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북극해 환경변화 대응 울산지역 중장기발전 로드맵 수립

이은규

‘14.1.1~10.31

2

오일허브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기업유치전략

강영훈

‘14.1.1~10.31

3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울산석유화학산업의 정책대응

강영훈

‘14.1.1~10.31

4

지역 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과 육성 방안

황진호

‘14.1.1~10.31

5

차세대자동차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와 울산의 대응과제

이경우

‘14.1.1~10.31

6

울산광역시 자체수입 증대방안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이재호

‘14.1.1~10.31

7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윤영배

‘14.1.1~10.31

8

울산 대왕암공원의 생태공원 활용방안 연구

김석택

‘14.1.1~10.31

9

울산지역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김희종

‘14.1.1~10.31

10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에 따른 복지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인적 자원 및 인적 전달체계 중심으로-

이윤형

‘14.1.1~10.31

11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위기극복 방안 연구

박혜영

‘14.1.1~10.31

12

울산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방안

김상우

‘14.1.1~10.31

13

‘관광도시 울산’ 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

유영준

‘14.1.1~10.31

14

울산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공동화 활성화 방안 연구

김승길

‘14.1.1~10.31

15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연구

이주영

‘14.1.1~10.31

16

울산광역시 야간경관 체계화 방안 연구

변일용

‘14.1.1~10.31

17

울산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권태목

‘14.1.1~10.31

18

기후변화에 따른 울산광역시 상수원 확보 방안

이상현

‘14.1.1~10.31

1

과제명

2014년도 연구과제 수행목록

◼ 기획과제 : 2건
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유망산업 발굴 연구

황진호

‘14.1.1~12.31

2

글로벌 품격도시 울산을 위한 도시발전 전략 연구

권창기

‘14.1.1~12.31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 정책과제 : 14건 (이월 2, 당해 12)
순번

과제명

1

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관련 중소기업 애로요인 조사연구 (이월)

강영훈

‘13.10.1~‘14.3.31

2

산업문화유산을 활용한 산업도시브랜드 제고방안 (이월)

권창기

‘13.8.1~‘14.3.31

3

울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연구

이경우

‘14.1.1~10.31

4

울산 유통산업 발전방안 연구

황진호

‘14.1.1~10.31

5

울산 국제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권창기

‘14.1.1~10.31

6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이재호

‘14.1.1~10.31

7

울산지역 베이비부머 은퇴 후 여가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김상우

‘14.1.1~10.31

8

울산형 통상진흥시책 과제 발굴

이은규

‘14.4.1~6.30

9

한국 산티아고 순례길 조성 및 자원화방안 연구

변일용

‘14.4.1~9.30

10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이영란

‘14.4.1~11.30

11

울산 기초부품업체 기업실태와 육성방안 연구

이경우

‘14.4.1~9.30

12

울산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박혜영

‘14.7.1~12.31

13

태화강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 연구

권창기

‘14.7.23~12.31

14

울산을 찾는 철새의 먹이활동 생태분석 연구

이상현

‘14.4.28~‘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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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과제 : 40건 (이월 11, 당해 29)
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1

울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이월)

권창기

‘13.2.4~‘14.1.31

울산광역시

2

울주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이월)

이상현

‘13.2.26~‘14.1.26

울주군

3

동북아 오일허브 가격정보포털 프로토타입 연구 (이월)

강영훈

‘13.4.22~‘14.2.21

울산광역시

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이월)

윤영배

‘13.8.12~‘14.9.19

울산광역시

5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학술연구 (이월)

권태목

‘13.10.15~‘14.8.10

중구

6

에너지융합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이월)

이주영

‘13.11.12~‘14.10.11

울주군

7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이월)

유영준

‘13.11.11~‘14.5.10

울산광역시

8

2013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평가 (이월)

황진호

‘13.12.2~‘14.2.28

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

9

울산산학융합지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이월)

강영훈

‘13.12.23~‘14.2.28

울산산학융합본부

10

울산지역 글로벌 산업생태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이월)

이상현

‘13.12.27~‘14.9.25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EIP사업단

11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통한 울산지역 서비스산업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방안 (이월)

강영훈

‘13.12.26~‘14.10.26

산업연구원

12

2013 현장실습/인턴십 산업체 및 학생 만족도 조사 분석

황진호

‘14.1.8~2.21

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

13

지역행복생활권계획 수립 연구개발 용역

정현욱

‘14.1.28~9.27

울산광역시

14

2014년 울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

박혜영

‘14.1.1~12.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남구)

이윤형

‘14.2.12~9.11

남구

16

한옥마을 조성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권창기

‘14.2.10~12.31

울주군

17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이재호

‘14.2.17~7.31

울산광역시

18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학술용역(중구)

이윤형

‘14.2.26~9.23

중구

19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3년 이행평가

이상현

‘14.2.26~11.25

울산광역시

20

사라져가는 옛날이야기 작성 용역

김석택

‘14.2.26~12.24

울주군

21

울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 학술용역

변일용

‘14.4.1~‘15.6.24

울산광역시

22

제3기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이윤형

‘14.4.1~11.30

울산광역시

23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변일용

‘14.4.9~‘15.7.2

울산광역시

24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정책지표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영란

‘14.4.14~11.13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5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 학술용역

권태목

‘14.4.14~‘15.2.13

북구

26

울산근로자 생활상 조사연구 학술연구 용역

김석택

‘14.4.21~10.20

울산박물관

27

지역보건의료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재호

‘14.5.15~12.10

울산광역시

28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박혜영

‘14.5.22~11.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9

울산 뿌리산업 발전전략 수립

강영훈

‘14.7.2~‘15.4.3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0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용역

이상현

‘14.7.16~12.12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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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31

학업중단숙려제 모듈 프로그램 개발

박혜영

‘14.8.8~‘15.2.26

교육청

32

하이테크벨리 산업단지 구역조정 연구용역

이주영

‘14.8.13~’15.2.8

울산광역시

33

노후산업단지 혁신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이주영

‘14.10.27~11.25

울산광역시

34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타당성 연구

김석택

‘14.10.27~’15.2.23

울산광역시

35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경우

‘14.10.31~’15.2.27

북구

36

울산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이은규

‘14.11.7~’15.1.31

울산경제진흥원

37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권태목

‘14.12.16~’15.12.15

울산광역시

38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의견수렴
지원 용역

이주영

‘14.12.17~’15.6.1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9

2014년 울산과학대학교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만족도 조사분석

황진호

‘14.12.19~’15.2.28

울산과학대학교

40

2014년 현장실습/인턴십 만족도 조사분석

황진호

‘14.12.22~’15.2.16

울산과학대학교

◼ 협약과제 : 28건 (이월 4, 당해 24)
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1

2013년도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권역별 통합지원사업 (이월)

이경우

‘13.2.1~‘14.1.31

울산광역시

2

울산의 인물자료집 (이월)

김석택

‘13.7.1~‘14.10.30

울산광역시

3

2013년도 마을기업 설립 및 판로지원 사업 (이월)

이경우

‘13.7.4~‘14.1.31

울산광역시

4

지자체와 연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지원 및 교육부문 공모사업 (이월)

이상현

‘13.12.23~‘14.5.30

에너지관리공단

5

2014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유영준

‘14.1.3~8.31

울산광역시

6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관리사업

이윤형

‘14.1.1~12.31

산업연구원

7

제2차 울산광역시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

황진호

‘14.1.13~7.31

울산광역시

8

울산-장춘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공동발전 심포지엄

강영훈

‘14.2.9~4.30

울산광역시

9

2014년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지원사업

김의환

‘14.2.10~‘15.1.31

울산광역시

10

2014년 울산여성포럼 운영

박혜영

‘14.2.1~12.31

울산광역시

11

2014 울산기후변화포럼 운영

김석택

‘14.3.1~12.31

울산광역시

12

울산 태화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김석택

‘14.2.25~7.24

울산광역시

13

2014년 울산안전포럼 운영

김석택

‘14.3.1~12.31

울산광역시

14

2014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황진호

‘14.3.6~12.31

울산광역시

15

2014년 울산교통포럼 운영

김승길

‘14.3.11~12.31

울산광역시

16

2014년도 울산광역시 1권역 자연환경조사

김석택

‘14.3.31~12.31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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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17

태화강 비점오염원 조사 및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이상현

‘14.3.31~12.31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18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울산관내 저수지 활용방안 연구

김희종

‘14.3.31~12.31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19

제8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 학생모형 F1 자동차
제작경주대회

김의환

‘14.4.14~5.30

울산광역시

20

울산 청년고용 실태 및 촉진방안 연구

정 승

‘14.5.1~12.31

고용노동부

21

2014 울산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유영준

‘14.6.23~10.31

울산광역시

22

2014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연수교육 사업

유영준

‘14.7.29~12.31

울산광역시

23

울산 중장년층 전문인력기관 DB구축 및 재취업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

이경우

‘14.8.27~12.31

고용노동부

24

2014년 산학연관협의회 자료조사 지원사업 연구계획서

이경우

‘14.9.1~9.30

울산테크노파크

25

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성 분석 및
안전관리마스터플랜 수립

이상현

‘14.10.1~12.31

한국화학연구원

26

동해안 발전포럼

강영훈

‘14.10.1~11.30

울산광역시

27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심포지엄 개최

이은규

‘14.11.6~12.31

울산광역시

28

울산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육성·개발 계획

이은규

‘14.12.22~’15.9.30

울산광역시

◼ 현안과제 : 14건 (이월 2, 당해 12)
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1

석유화학단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방안 연구 (이월)

강영훈

‘13.10.1~‘14.6.30

2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에 따른 전략 연구 (이월)

이은규

‘13.11.1~’14.1.31

3

장미축제기간 중 효율적인 주차, 교통대책 연구

김승길

‘14.1.2~2.28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연구

이상현

‘14.1.9~3.31

5

「울산의 사회지표」 설문조사 항목 발굴

이재호

‘14.2.4~3.14

6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 연구

김승길

‘14.3.1~6.13

7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성 분석

강영훈

‘14.3.1~4.30

8

신복로터리 일대 교통혼잡 완화대책에 관한 연구

김승길

‘14.3.1~12.31

9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사업 실천계획 연구

이상현

‘14.4.1~5.31

10

정족산 묘지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유지 타당성 검토

이재호

‘14.6.1~7.31

11

중부소방서 이전부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변일용

‘14.6.5~8.29

12

2015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안

이경우

‘14.10.1~10.31

13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관련 울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영훈

‘14.9.22~9.25

14

최근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강영훈

‘14.9.22~9.25

2014년도 연구과제 수행목록

◼ 이슈리포트 : 17건
순번

과제명

집필진

발간일

1

울산시민이 선정한 2013년 ‘울산 10대 히트상품’

울발연

1.10

2

2014년 울산경제, 생산·고용 늘며 ‘3.1%성장률’ 전망
–베이지안 VAR모형을 이용한 울산경제 예측-

정 승

1.10

3

울산발전연구원 2014년 10대 핵심연구과제

울발연

1.27

4

울산, 산업·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품’ 육성해야

유영준

2.14

5

울산,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김승길

2.28

6

울산의 도시공원 조성 전략, 공급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하다

권창기

4.7

7

울산광역시 산업별 취업자 추이 분석과 전망

이재호

6.20

8

FTA 발효, 울산경제에 미친 영향

이은규

7.11

9

고령화 진입한 울산, 뉴시니어 사회참여 활성화하려면
–연령별 특성 고려한 일자리·봉사활동 창출해야

이윤형

7.25

10

로컬푸드 활용·급식포털 구축 등 안전하고 건강한 울산학교급식을
-울산지역 학교급식 개선방안 연구-

이영란

9.5

11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울산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

황진호

9.19

12

‘관광도시 울산’ 실현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 방안

유영준

10.10

13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10년, 추진성과와 평가

이상현

10.31

14

정부 유망서비스 육성대책, 울산의 연계분야 및 대응방안

이경우

11.14

15

‘글래스고’ 청소년 고용정책, 울산에 주는 시사점은

정 승

11.28

16

울산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를 바탕으로

김승길

12.12

17

도시재생의 한 방안,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이주영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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