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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現場 중심의 

연구를 실천합니다.

場
疏通과 교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연구를 

실현합니다.通

市民을 위한

市民을 향한 

연구를 추구합니다.

民

窓

미래를 보는 

지혜의 窓으로 

열린 연구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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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 울산광역시 발전 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출판, 배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 문화재의 발굴, 보전, 유지관리 및 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의 경제, 사회 지표의 수립

· 출연기관 및 타 기관, 단체에서 연구 수탁

·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부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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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VISION

MISSION STRATEGY

미션 전략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THINK TANK’‘THINK TANK’

현장 중심의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한 연구6

시민 삶이 질 향상을 위한 밀착 연구5

정책개발 과정 속 양방향 소통 강화4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열린 연구3

연구역량 확대 및 연구 질적 수준 제고2

정책 고객의 수요에 맞춘 연구체제 구축1

현장 중심의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한 연구6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밀착 연구5

정책개발 과정 속 양방향 소통 강화4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열린 연구3

연구역량 확대 및 연구 질적 수준 제고2

정책 고객의 수요에 맞춘 연구체제 구축1

“지역사회와 소통에 기반한 연구수행”3

“시정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2

“선도적 정책 어젠터 발굴, 실천적 정책대안 제시”1

“지역사회와 소통에 기반한 연구수행”3

“시정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2

“선도적 정책 어젠다 발굴, 실천적 정책대안 제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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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8월 

04월 

01월 

11월 

03월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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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동향분석센터 개소

울산학연구센터 개소

여성가족정책센터 개소

2011년 

2006년 

걸어온 길
2001년 개원하여 울산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2005년 04월 

02월 

09월 

01월 

02월 

12월 

12월 

2004년 

2002년

2001년 

2000년 

국회도서관 상호 협력체제 구축

2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가입

연구원 이전 (북구 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위치

연구원 개원, 초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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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주요 연구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발행하는 간행물을 소개합니다.

간행물 

이슈리포트 도시환경브리프 경제사회브리프 울산발전

이슈리포트는 울산시정의 발전

과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울산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

해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

슈를 발굴, 분석함으로써 울산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이미지를 클릭 시 해당 웹페이지를 이동합니다.

도시환경브리프는 울산이 지

닌 도시·환경적 문제를 정책

고객인 시민들에게 빠르고 간

결한 메시지를 담아 전달함으

로서 지역사회가 가진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는 

정보제공의 창구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브리프는 울산이 당

면한 경제·사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

방안 등을 담고 있어 정책판

단의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동

시에 시정현안 해결의 아이디

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간지「울산발전」은 울산

의 당면과제를 심층적으로 분

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울산'의 대표적 종합 정책정

보지를 표방합니다.

목차

http://www.udi.re.kr/bbs/board.php?bo_table=issue_report
http://www.udi.re.kr/bbs/board.php?bo_table=periodical
http://www.udi.re.kr/bbs/board.php?bo_table=periodical
http://www.udi.re.kr/bbs/board.php?bo_table=periodical


조직도

이사회(이사장)

원      장 

사 무 국

도시환경연구실 문화재센터 평생교육센터

연구자문위원회

경제사회연구실연구기획실

※부설센터 : 울산학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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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시내버스이용시

KTX 리무진

자가용 이용시

112번(모화~꽃바위), 122번(매곡~꽃바위), 266번(농소공영차고지~용연), 453번(달천회관앞~율리), 1402번(모화~율리)

중소기업종합센터 버스정류장 하차

5003번 - 병영사거리 하차 - 266번 버스 환승 - 종소기업종합센터 버스정류장 하차

1. 부산울산고속도로 - 청량IC - 남창로 - 여천오거리 - 산업로 - 효문고가교 - 중소기업종합센터

2. 경부고속도로(서울방면) - 구서IC - 언양분기점 - 신복로터리 - 북부순환도로 - 상방사거리 - 중소기업종합센터 

3.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 - 경주IC - 배반네거리 - 산업로 - 중소기업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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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하동원

약력

1954년 경남 산청 출생 진주고,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 미국위스콘신대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행정고시 20회, 총무처 사무개선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관리심의관, 인력개발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

산업수도, 생태도시 울산.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은 물론 경

제, 사회, 도시계획과 환경, 교통, 문화, 관광, 울산학, 평생교육사업, 문화재 

발굴 등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시 정책 종합연구기관으로 그 역

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현실성 높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공급하기 위

하여 정책 소비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예측하는 창의성과 조화로운 연구자

세로 과제개발과 학술활동에 늘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원은 앞서가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실천적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는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에 기반 한 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연구원은 시대의 변화와 시민들의 바람을 미래 

비전으로 담아내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복지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그 정책

적 뿌리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은 사명을 잘 수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약력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우뚝 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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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의‘두뇌’

연구기획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수요

자 지향형 연구체계를 목표로 다양한 과제와 이슈를 

개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두뇌(頭腦).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사용하는 산소와 에너지양은 몸 전체의 20%에 

달하고 인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중앙 통제기관이자 창조적인 정신기능을 관장하는 

곳. 연구기획실은 울산발전연구원의 '두뇌' 입니다.

즉 구성원은 전체 6%수준에 불과하지만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

고 연구과제의 발굴과 정책대안 마련, 체계적 관리, 대외 학술업무 등 연구기획실은 울

산발전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뇌가 산소와 혈액을 공급받

지 못하면 곧장 마비되듯 연구기획실 역시 연구원의 다른 부서로부터 다양한 아이템과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제 기능을 못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이처럼 연구기획실은 

내부 조직과의 협력과 상생을 모티브로 정책고객을 위해 고민하는 '브레인' 집단입니다.

목차



연구기획실

▷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 연구사업 추진관리와 평가

▷ 주요 시정 효과성 제고방안

▷ 연구원 경영평가

▷ 학술행사 기획 및 지원

주요업무

주요업무 

▷ 연구사업 기획, 조정 총괄

▷ 정책수요 발굴 및 이슈분석

▷ 연구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 대외협력사업

▷ 간행물 발간

목차



울산의 경제와 성장,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10년 넘게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온 아줌마도, 자식 둘 

대학에 보내는 40대 가장도 이구동성 먹고살기 '힘들다' 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 우린 이를 '경제(經濟)' 라고 부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은 이 '일자리 문제' 를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울산에서 만든 물건을 잘 팔 수 있을지, 일자리는 어떻게 늘릴지, 시민 모두가 잘사는 법

은 무엇인지, 울산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지...'

너도나도 힘들다고만 하는 경제가 술술 풀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연구실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울산시민들의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찾기. 이것이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

회연구실의 존재 이유입니다. 

울산의 일자리를 고민합니다

경제사회연구실 Part.1 경제분야

목차



주요실적주요업무

주요업무 및 연도별 주요실적

창조도시 울산 

울산 금융산업 발전방안

원전산업 육성발전 마스터플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에 따른 연관사업 활성화 방안

혁신도시 기능활성화와 지역연계발전방안 연구

국가기간산업 테크노산단 타당성 및 기본계획연구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논리 개발 및 기본구상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가능성 연구

울산광역시 생산자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환동해권 발전계획

2012

2012

2011

2010

2008

2008

2008

2007

2006

2005

▷ 지역경제 진흥

▷ 산업입지 및 사회간접자본 구축

▷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 광역경제권 공동발전

▷ 지방재정

▷ 경제정보 제공

▷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및 과학기술 진흥

▷ 지역혁신체제 구축

▷ 울산경제 동향과 전망 

목차



사회분야 연구를 기반으로 도시경영과 사회복지, 여성가족
정책, 문화예술진흥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의 2배가 넘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에서도 나타나듯 울산의 외형상 

소득은 국내를 넘어 가히 세계적 수준의 명실상부한 '부자도시' 의 면모를 갖추고 있

습니다. 그 이면엔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우리나라 근대화의 메카로 

지난 50년간 흘린 울산시민들의 땀과 열정,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울산은 경제적 부흥을 넘어 환경과 문화, 교육, 복지가 어우러진 '명품도시' 로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울산

을 만들기 위해 우수한 정책개발과 명쾌한 대안 제시를 위해 고민하고 또 연구합니

다. 이는 그간 시민이 흘린 땀과 열정에 보답하는 일이자 우리 시민이 내린 영원한 

'숙제' 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 Part.2 사회분야

목차



주요실적주요업무

경제사회연구실 Part.2사회분야
주요업무 및 연도별 주요실적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울산시립박물관 창조적 운영계획 방안

울산광역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울산 동구 100년사 발간

울산 울주군 옹기엑스포 백서 발간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립기본구상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울산광역시 여성발전종합계획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2010

2010

2010

2009

2008

2005

2005

2004

2004

▷ 여성가족정책, 성인지정책 연구

▷ 도시거버넌스와 도시경영

▷ 사회복지정책 및 복지행정

▷ 문화정책 연구

목차



울산의 수질 및 토양 등 환경전반에 관한 연구와 정

책 개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에코폴리스 울

산'을 이끌어 갑니다 

도시환경실 U박사님은 출퇴근길 자전거만 탑니다. D박사님은 '일회용'이 붙은 물건이라

면 질색합니다. L박사님은 쓰지 않는 전자제품 콘센트 뽑기, 가까운 거리 무조건 걷기, 

더운날은 선풍기, 추운날 내복 챙겨입기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도시환경실 박사님들 머

릿속엔 '환경' 이란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동도 철저히 '환경'을 지키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울산의 환경에 대해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연구는 지양합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환경지킴이'. 울산의 환경을 연구하는 도시환경실 제1의 목표입니다. 한번 깨진 달걀이 

닭으로 성장할 수 없듯 하나 뿐인 환경은 파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환경을 지

키고 보존하는 일. 도시환경연구실은 '생태도시 울산'의 오늘과 내일을 연구합니다. 

도시환경연구실 Part.1 도시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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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개발

▷ 도시생태환경조성 및 정책개발

▷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계획 수립

▷ 자원순환형 도시정책 수립

▷ 환경오염 조사, 평가 및 재난관리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책개발

주요실적주요업무

도시환경연구실 Part.1 도시환경분야

주요업무 및 연도별 주요실적

울산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 수립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수정계획(2단계) 수립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저감 기본 및 실천계획 수립

동천강 마스터플랜 수립

외황강 마스터플랜 수립

태화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2010

2009

2009

2009

2008

2004

2003

목차



에너지 관련분야 연구원인 K씨. 그는 한 달에 2~3번 KTX를 이용해 서울 근무지에서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출장길에 오릅니다. 올 때 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울산은 도시와 자연이 이룬 조화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 때문에 K씨는 이번 

주말엔 가족을 데리고 울산이 자랑하는 영남알프스도 찾을 생각입니다. 내년 큰 딸이 울

산과학기술대 입학을 앞둔데다 그간 울산의 매력에 푹 빠진 K씨는 조만간 아예 직장을 

울산으로 옮겨 이주를 계획 중입니다. K씨의 일상은 지난 10년간 성장해 온 울산의 단

면이자 눈앞에 다가온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울산의 도시 성장 이면에 도시계획실

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국립대학교 설립부터 KTX울산역 건설,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정책개발로 울산 도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울산의 과거 10년을 견인한 도시계획실은 앞으로 도시 

미래 100년을 디자인합니다.

도시환경연구실 Part.2 도시계획분야

울산, 도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수립, 도시성장관리, 도로 및 교통
계획, 관광정책개발 등 울산시민의 
'삶의 터전'을 갈고 닦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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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주요업무

▷ 도시성장관리 정책개발

▷ 도시디자인 및 경관계획 수립

▷ 관광개발계획 및 정책개발

▷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분석

▷ 도로 및 교통계획 수립

도시환경연구실 Part.2 도시계획분야

주요업무 및 연도별 주요실적

울산광역시 체류형 관광전략 수립

울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울주군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학술용역

KTX 울산역세권 특성화 전략구상

울산광역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울산 경관계획 수립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

고속철도 울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2011

2010

2009

2009

2008

2008

2007

2006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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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신력을 갖춘 문화재조사 전문기관

으로서 지표, 입회, 표본, 시굴, 발굴 등 전 분야에 걸쳐 '성

장과 보존'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아가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센터는 2001년 연구원 개원 이래 10여년 동안 울산의 숨겨진 소중한 역

사 찾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재센터의 발굴조사를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유물만 1만여점에 이르

고 보고서 분량만 68권에 달합니다.

2012년 초 울산에 살았던 고대 구석기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던 '신화리 

유적' 부터 고려시대 민초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울주 연자도 유적' , 태화강

을 끼고 흐른 울산 역사의 시작, '태화루부지 유적'에 이르기까지 수천년에 걸친 

울산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재센터의 '숨은 보물찾기'는 현재진행형입

니다. 문화재센터는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으로 대변되는 선사의 보고 울

산, 그 속에 영겁의 세월을 간직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행복한 일꾼'으로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재센터

10년과 맞바꾼 울산의 
‘숨은 역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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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센터
주요업무 및 연도별 주요실적

주요실적주요업무

언양읍성 남문지 발굴조사

경상좌병영성 발굴조사

울산 태화루 부지 발굴조사

울주 연자도 발굴조사

KTX역세권 발굴조사

반구동 유적 발굴조사

2012

2011

2010

2010

2010

2008

▷ 매장문화재의 지표·시굴·발굴조사

▷ 발굴된 유구와 유물 수리, 복원

▷ 매장문화재 국고귀속 및 정보처리

▷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분석

▷ 문화재의 실내외 수장, 관리

▷ 문화재 관련 정책 검토 및 자문

▷ 현장 설명회와 지역문화재 홍보

▷ 문화재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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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생학습의 장기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80%를 웃도는 청년 창업률을 자랑하는 '청년CEO들의 

요람'으로써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c 新 교육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평생교육. 그 중심에 울산발전연구원 평

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의 핵심 가치는 '사람'입니다.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는 공자의 가르침

을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 이것이야 말로 평생교육센터의 근간이자 지역 평

생학습을 주도하는 모태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성공을 넘어 행복으로 이어지는
배움과 실천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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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센터

주요실적주요업무

▷ 평생교육과 관련한 기초조사 및 연구

▷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 평생교육 관련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및  DB구축

▷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창업 및 일자리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

▷ 창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체제 구축

2011

2010 ~ 진행중

2010 ~ 진행중

2010 ~ 진행중

2010 ~ 진행중

2011

2009

2008 ~ 매년 1회

2008 ~ 매년 4회

2009

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울산청년창업프로젝트(울산청년CEO육성사업)

평생학습 컨설턴트 양성사업

학습동아리 양성사업

울산발전협의회 운영 사업

취약계층 독서 지원 사업

울산 북구 · 동구 고령퇴직자 인생 재설계 사업

자동차의 날 기념 (F1 자동차 모형 캠프)

책 읽기 문화 확산 (저자와의 만남)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고용 연계 사업

주요업무 및 연도별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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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아이덴티티'(identity) 찾기

울산학연구센터 부속센터

'울산'이란 범주가 품고 있는 동일한 가치 속에 그 정체

성을 확인하고 공유해 나가는 연구사업의 지속적 추진

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을 영위하는 공간적, 지정학적, 경제사회적, 도시환경적 울타리 

'울산'. 울산학센터는 이러한 울산을 사회·문화·역사·예술과 지정학적 특수성

을 기반에 둔 연구를 통해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인 '울산'이 지닌 본질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종합적 연구. 이는 울산에 새로운 생

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울산학연구센터는 '울산'의 고유성과 독

창성, 다양성을 발견하고 보존,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

심과 애정을 불어넣도록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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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산업수도 울산의 사택문화

2010               울산의 옛길 

2010               태화강의 삶과 문화

2008               울산을 빛낸 인물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2007               울산 지역 연구 문헌 목록               

2006               현대 울산인의 삶과 문화

주요실적주요업무

울산학연구센터
주요업무 및 연도별 주요실적

▷ 연구발간사업 : 연구논총, 기획연구, 교양서, 자료집 발간

▷ 연구조성사업 : 정보자료실 운영, 학술행사 개최, 울산학 연구문헌목록집 구성

▷ 교육사업 : 시민교육강좌 실시, 초중고 교육용 교재 발간, 지역학 논문 지원 등 

▷ 지역학 연구방법론 구축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의 창달과 예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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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건강성을 발견해 가는
연구과정

여성가족정책센터 부속센터

울산의 가족과 여성, 청소년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건강가족 지원 정책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男과 女. '인간'이란 범주를 제외하곤 전혀 다른 두 개의 性. 이들이 얽히고설키면 '가족'

이란 새로운 범주가 탄생합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족.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체이자 좀체 해답을 찾기 

힘든 가장 풀기 힘든 숙제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성가족정책센터는 이 풀기 힘든 문제에 감히 답안지를 채워가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

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이야 말로 여성가족정책센터 여성과 

남성,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을 발견해 가는 연구의 과정이기 때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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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총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 업무
물품구매 및 계약 업무
각종 규정 및 문서관리, 자산관리
감사 및 행동강령, 대외홍보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실 관리

사무국은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행정·연구 지원 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 연구 동향파악·제공,

분야별 자료 수집·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과 총무, 인사, 예산, 회계, 자산관리를 비롯해 감사, 행동강령, 복리후

생, 대외홍보 등 행정지원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무국

연구원의 살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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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실 구성원
대표번호 052. 283. 7710

팩스 052. 289. 7227정현욱 기획팀장김문연 선임연구위원/실장
도시성장관리기술혁신, 산업

김세영 사무원김정민 사무원강정미 사무원
에디터학술행사과제관리담당

Email. jhw@udi.re.kr

Tel. 052-283-7714

Email. mykim@udi.re.kr

Tel. 052-283-7711

Email. jung2050@udi.re.kr

Tel. 052-283-7718

Email. twinkiki@udi.re.kr

Tel. 052-283-7713

Email. kansin76@udi.re.kr

Tel. 052-283-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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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실
구성원소개경제사회연구실(경제분야) 구성원

이경우 부연구위원
재정

대표번호 052. 283. 7720

팩스 052. 289. 7337강영훈 선임연구위원/실장
경제통합론, 국제금융

황진호 부연구위원
산업경제

이은규 부연구위원
경제, 금융, 관광

이경우 부연구위원
재정

Email. kmiosae@udi.re.kr

Tel. 052-283-7721

Email. hwang@udi.re.kr

Tel. 052-283-7723

Email. myovic@udi.re.kr

Tel. 052-283-7724

Email. klee@udi.re.kr

Tel. 052-283-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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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mik@udi.re.kr

Tel. 052-283-7727

Email.  seoung2@udi.re.kr

Tel. 052-283-7729

Email. barksd1@udi.re.kr

Tel. 052-283-7726

Email. eunas@udi.re.kr

Tel. 052-283-7725

정 승 전문위원

김미경 위촉연구원 설은아 연구보조원박가령 위촉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경제분야) 구성원

목차

정 승 전문위원
경제동향분석



경제사회연구실(사회분야) 구성원
대표번호 052. 283. 7740

팩스 052. 289. 7667

이윤형 부연구위원
사회복지

김상우 부연구위원이재호 연구위원
문화계량행정, 정책분석

Email. shlee@udi.re.kr

Tel. 052-283-7732

Email. stkim@udi.re.kr

Tel. 052-283-7731

Email. stkim@udi.re.kr

Tel. 052-283-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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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연구실(환경분야) 구성원
대표번호 052. 283. 7730

팩스 052. 289. 7447

이상현 선임연구위원 임채현 전문위원
수질관리 안전

Email. stkim@udi.re.kr

Tel. 052-283-7731

Email. shlee@udi.re.kr

Tel. 052-283-7732

Email. fire8340@udi.re.kr

Tel. 052-283-7737

김석택 선임연구위원/실장
대기 및 재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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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배 위촉연구원
수자원

Email. hydro@udi.re.kr

Tel. 052-283-7736

Email. yby1980@udi.re.kr

Tel. 052-283-7734

Email. sunny6343@udi.re.kr

Tel. 052-283-7735

윤영배 위촉연구원
수자원

윤복영 위촉연구원
온실가스

임선 위촉연구원
대기

도시환경연구실(환경분야)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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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연구실(계획분야) 구성원
대표번호 052. 283. 7750
팩스 052. 289. 7887

이주영 부연구위원
도시계획, 도시개발

Email. kwon@udi.re.kr

Tel. 052-283-7752

Email. jylee@udi.re.kr

Tel. 052-283-7753

Email. byun10@udi.re.kr

Tel. 052-283-7751

변일용 연구위원

변일용 연구위원

도시계획, 경관

도시계획, 경관

Email. chansaem@udi.re.kr

Tel. 052-283-7756

Email. translogi@udi.re.kr

Tel. 052-283-7757

Email. youyj61@udi.re.kr

Tel. 052-283-7758

권태목 전문위원
도시계획

김승길 전문위원
교통계획

유영준 전문위원
관광

권창기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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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옥 부연구위원황현진 부연구위원
고고학(생산유적)고고학(청동기시대 주거지)

Email. red-haze@udi.re.kr

Tel. 052-283-7781

Email. lee71893@udi.re.kr

Tel. 052-283-7792

Email. kizmo4716@udi.re.kr

Tel. 052-287-6475

Email. h44h@udi.re.kr

Tel. 052-283-7797

Email. okbrother@udi.re.kr

Tel. 052-287-6476

문화재센터 구성원
배은경 연구위원/센터장
이형토기/조형유물

이재흥 부연구위원
고고학

김성식 부연구위원
고고학(청동기시대 취락)

대표번호 052. 283. 7780
팩스 052. 289.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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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영 부연구위원

박정환 위촉연구원 이정민 위촉연구원

강정미 부연구위원
고고학(철제마구)

고고학 고고학

고고학

Email. ajswlq@hanmail.net

Tel. 052-283-7784

Email. 
bluecandy0402@hanmail.net
Tel. 052-287-6474

Email. gomiz@lycos.co.kr

Tel. 052-287-6475

Email. badaein@udi.re.kr

Tel. 052-283-7791

Email. shut61@yahoo.co.kr

Tel. 052-287-6476

Email. 29267@daum.net

Tel. 052-283-7789

Email. jmpop@lycos.co.kr

Tel. 052-287-7789

Email. eunneng@hanmail.net

Tel. 052-287-6476

한선영 부연구위원
고고학(삼국시대 토기)

김성욱 부연구위원
고고학(선사시대 생업)

김민경 위촉연구원
고고학

원수진 위촉연구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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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미 위촉연구원

손정규 위촉연구원 김형규 위촉연구원

김현주 위촉연구원
유물 실측고고학

고고학 고고학 고고학

Email. sjasam@udi.re.kr

Tel. 052-283-7787

Email. lsceg@naver.com

Tel. 052-287-6474

Email. neuville@udi.re.kr

Tel. 052-287-6474

Email. disny@nate.com

Tel. 052-287-6474

Email. mylovestar12@udi.re.kr

Tel. 052-283-7790

Email. 84cathy@naver.com

Tel. 052-283-7788

Email. khg09@udi.re.kr

Tel. 052-283-7790

Email. miya4883@nate.com

Tel. 052-287-6474

채상훈 위촉연구원신정아 위촉연구원
보존과학

이선철 위촉연구원
문화재센터

김지연 위촉연구원
유물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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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란 전문위원
청년창업분야

평생교육센터 구성원 평생교육/청년창업
대표번호 052. 288. 7400
팩스 052. 288. 7410

신기왕 부연구위원/센터장
평생교육분야

Email. gwshin@udi.re.kr

Tel. 052-283-7404

Email. lggyea@udi.re.kr

Tel. 052-288-7405

Email. brsong@udi.re.kr

Tel. 052-288-7409

양은아 부연구위원
평생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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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위촉연구원 김아름 연구보조원
청년창업분야 청년창업분야

오진덕 위촉연구원
평생교육분야

Email. kjd4001@udi.re.kr

Tel. 052-288-7400

Email. love@udi.re.kr

Tel. 052-288-7400

Email. jhlover@udi.re.kr

Tel. 052-288-0234

Email. imdotboy@udi.re.kr

Tel. 052-288-0234

Email. ar6997@udi.re.kr

Tel. 052-288-0234

Email. sjlemon@udi.re.kr

Tel. 052-288-7490

Email. hido@udi.re.kr

Tel. 052-288-7490

임은애 위촉연구원
청년창업분야

차분옥 연구보조원
경리

고종대 위촉연구원
평생교육분야

오세정 위촉연구원
평생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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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hlee@udi.re.kr

Tel. 052-283-7732

김석택 선임연구위원/센터장
이경희 위촉연구원

녹색성장포럼/울산학연구센터

Email. stkim@udi.re.kr

Tel. 052-283-7731

Email. h9430@udi.re.kr

Tel. 052-283-7715

이경희 위촉연구원김석택 선임연구위원/센터장
울산학센터 총괄 울산학 담당

울산학연구센터 구성원
대표번호 052.283.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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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전문위원/센터장 이영란 위촉연구원
여성가족정책 성별영향평가

Email. hypark@udi.re.kr

Tel. 052-283-7744

Email. young@udi.re.kr

Tel. 052-283-7747

여성가족정책센터 구성원
대표번호 052. 283. 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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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구성원
대표번호 052. 288. 7400

팩스 052. 288. 7410

황해상 행정7급

정보화 담당

강운홍 사무국장
사무국 업무총괄

전수일 행정팀장

대외협력 및 홍보담당

박종대 행정5급

인사담당

황해상 행정7급

정보화 담당

Email. hhs1740@udi.re.kr

Tel. 052-283-7712

Email. jdbag@udi.re.kr

Tel. 052-283-7772

Email. jsi58@udi.re.kr

Tel. 052-283-7771

Email. kuh1873@udi.re.kr

Tel. 052-283-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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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행정9급

회계담당

김광헌 기능10급

물품관리담당

정지은 행정7급

회계담당

임성훈 행정9급

회계담당

윤소영 기능9급

자료관리담당

정지유 사무원

비서

Email. paraaaa@udi.re.kr

Tel. 052-283-7718

Email. gwangea@udi.re.kr

Tel. 052-283-7775

Email. bonbon@udi.re.kr

Tel. 052-283-7716

Email. saint-lim@hanmail.net

Tel. 052-283-7776

Email. jieun@udi.re.kr

Tel. 052-283-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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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04)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 TEL. 052-283-7700 / FAX. 052-289-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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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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