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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의배경및목적

가. 추진배경

패러다임의 변화
●1900년대말까지일반적인도시경쟁력척도는산업화에따른기능주의, 합리주의, 경제

우선논리에집중되어있었고이를지원하는구조로써의도시계획이이루어져왔음

●그러나2000년이후국민소득및문화의식수준이증대함에따라보다개선된거주환경
을요구하는사례가급증하게되었으며, 차츰그공간 역이확대되는추세임

●이러한최근10년간의도시경관디자인에대한인식변화는지역의경쟁력강화및새로운
역량을창출할수있는필수적요소이며, 나아가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로자
리매김하고있음

제도와 법률의 변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경관 디자인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2003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도시계획체계에경관계획이최초로도입
되었으나, 법적효력이미약하여실질적인개선효과를거두기에는다소부족함이있었음

●이에2007년5월17일「경관법」이제정되어그근거를마련하게되었으며

●이후「울산광역시경관조례(제정 2008.10.16)」가제정되고, 조례제5조제4항에자치구의
지역특성에부합하는세부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하여본계획의추진근거를마련하게
되었음

●현재「울산광역시동구도시디자인조례(2009.10.01)」가제정되고이에따른‘울산광역시동
구디자인위원회’가구성되어본격적인디자인행정의기반을조성하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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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

●울산광역시동구가산업수도울산의위상을드높이고, 범국가차원의조선·해양국제도
시로거듭나기위하여

●지속가능하고종합적인토탈디자인(Total Design) 개념을기조로한동구도시경관디자
인의비전을마련하고

●동구가지닌다양한자원의조사·발굴·부각을통한도시정체성(identity) 확립을목표
로, 실천과제를구상·제시하여실현가능한사업으로추진하기위함이며

●일반적으로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여수립하는용역보고서를탈피하여, 내부에서자체
적으로계획을수립하고그방향의적정성및타당성에대하여외부전문가자문과주민
설명회를거쳐본계획을수립하 음

●이는지자체의담당공무원이그분야에있어지역의최고전문가로육성을도모하고각
부서별 중·장기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조정, 중복투자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절감
및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함이며

●보다실질적인지역의개선을유도하기위하여최초의계획부터결정에이르기까지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운 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실현에궁극적인목적이있다하겠음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목적

1. 지역성을 살린 개성창조를 위한 우리 고유의 경관 자원 조사 및 특화

2. 울산광역시 동구의 도시디자인 비전 및 기준안 마련

3. 부서별 유사사업 조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운

4. 종합적ㆍ체계적ㆍ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 추진이 가능한 중장기계획 수립

5.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실현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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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획의범위

가. 공간적범위
●본계획의범위는울산광역시동구행정구역35.77㎢(시의3.38%) 전역으로

●동구의경우울산광역시내구·군중최소면적을차지하고있으나작은변화에도그효
과의 향력이매우크며주민관심도가매우높은지역적특성을지니고있음

나.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2009년

●목표연도: 2025년(울산광역시경관계획의목표연도와동일설정) 

다. 내용적범위
●본계획의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음

- 도시디자인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 도시경관자원조사및분석
- 역사·문화유산의보존및지역정체성확립에관한사항
- 경관권역, 경관거점, 경관축계획및시설물계획
- 경관연출(야간경관및색채경관)에관한사항
- 도시디자인관련사업및중·장기적도시디자인추진방안
- 주민참여방안
- 그밖에도시경관디자인의수준향상및개선을위한사항

●본계획은「경관법」에의한경관계획의수립지침에의거하되기본경관계획수준으로작
성하 음

구분 기본 경관계획 특정 경관계획

기
본
계
획

기
본
구
성

· 거시적 차원
· 관할구역 전체적 접근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경관이미지 및 주제설정
·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설정
· 경관유형 분류
· 수치지도 1/50,000~1/25,000 수준

· 보존/형성/관리 측면을 고려
· 경관권역별 경관계획
· 경관축 계획
· 경관거점 계획
· 경관 중점관리 구역계획
· 수치지도 1/25,000~1/10,000 수준

· 미시적 차원
· 특정경관/유형 차원의 접근
· 입체적인 경관 구조
·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제시
· 경관권역·축·거점별 구상
· 경관유형별 경관구상
· 수치지도 1/5,000이상 수준의 정 도

· 실행 가능한 계획(사업,협정,심의 등) 
· 경관권역 세부계획
· 경관축 형성 세부계획
· 경관거점 세부계획
· 수치지도 1/2,500 내외 수준의 정 도

기본 경관계획과 특정 경관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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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구성및추진과정
●본계획의구성은다음과같음

●계획의 추진과정은 다
음과같음

<조직구성>

- 2008. 4 :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개발·도시
디자인팀 구성(디자인
담당: 2명)

<관내 도시 가로시설물
정비계획> 

- 2008.11.27 : 관내도시
가로시설물 정비를 위
한 회의 개최(관련부서,
동부경찰서, 한국전력)

- 2008.12.15 : 가로시설
물 정비를 위한 간담회
(동부경찰서, 한전, 옥외
광고물협회, 파워콤등)

<울산광역시동구도시경관디자인기본계획> 

- 2009. 1 : 울산광역시동구도시경관디자인기본계획착수

- 2009. 4.10 : 도시디자인전문가교육(세종대목정훈교수) 

- 2009. 5 : 예비군훈련참여지역주민에설명회3회( 5.18 / 5.21 / 5.26)

- 2009. 6.19~7.7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을위한주민설문조사

- 2009. 7. 9 : 도시디자인조례제정및기본계획관련전문가간담회(전문가12명의견청취)

- 2009. 9. 15 : 도시디자인관련주민교육(울산대한삼건교수) 및디자인기본계획설명회

- 2009. 10. 1 : 울산광역시동구도시디자인조례제정

- 2009. 10. 12 : 동구청실·과·팀·소 도시디자인대상사업발굴보고회

- 2009. 10. 27~10. 29 : 도시디자인관련선진국견학(일본)

- 2009. 12. 18 : 울산광역시동구도시디자인위원회최종보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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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형별현황및문제점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잊혀지고사라져가는과거의역사를재조명하고현재를진단하며

●각종물적경관(농·산·어촌경관, 시가지및도시기반시설등)과비물적자원(심벌, 상징
물, 문화재, 축제등)을심도있게검토하여

●도시발전잠재력과문제점에대한전반적인분석을통해우리구의비전설정의토대를
마련하고자함

2) 조사대상
●일반현황: 위치, 행정구역, 인구, 가구, 면적, 토지이용, 지목, 산업경제구조등

●자연경관자원: 지리지형, 산지경관, 하천및해안경관, 기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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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자원: 역사변천, 건축물, 지명, 장소

●도시경관자원: 주거, 상업(업무), 공업, 녹지(공원)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량, 항만, 유원지, 문화시설등

●지역상징자원: 랜드마크, 특산물, 축제, 기타등

나. 일반현황

1) 위치적 특성

가) 울산광역시 타 구·군과의 관계
●북쪽과서쪽의일부지역이북구와접하고, 남구중심지와는직선거리로약10㎞거리에

위치하고있음

●동, 서, 남, 3면이동해에접하고북, 서쪽에는해발100m∼300m 내외의산지로둘러싸여
울산시가지와시각적, 지리적으로단절되어‘섬’처럼인식되고있으며, 지형적인이유로
과거부터언양, 울산, 방어진거주주민의성향에차이가있어왔음

나) 주변 도시 및 국제 관계
●서남북방향직선거리50㎞내에포항, 경주, 양, 부산등주요도시가위치하고있으나

지리적특성상광역교통망에서배제되어국내의타도시와의연계성은떨어지는반면동
쪽으로동해를사이에두고일본과는불과180㎞거리에위치하여과거고려, 조선시대에
많은왜침과교역지로의역할을수행함

- 동쪽: 동해를거쳐일본과180㎞거리
- 서쪽: 양50㎞, 청도50㎞
- 남쪽: 기장군30㎞, 부산광역시50㎞
- 북쪽: 경주40㎞, 포항50㎞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울산광역시 동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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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 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면적(㎢)
1,057.50 37.00 72.13 35.77 157.35 755.01
(100.00%) (3.50%) (6.82%) (3.38%) (14.88%) (71.41%)

세 대 수
380,865 83,638 119,429 61,180 50,573 66,045
(100.00%) (21.96%) (31.36%) (16.06%) (13.28%) (17.34%)

인 구 수
1,112,799 237,894 345,400 184,828 157,212 187,465
(100.00%) (21.38%) (31.04%) (16.61%) (14.13%) (16.85%)

울산광역시 각 구군별 면적, 세대 및 인구(울산통계연보, 울산광역시,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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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구역
●총면적35.77㎢(9개동, 204통, 1,325반)1)

●행정구역상으로남목3동(24%)이가장면적이넓고, 전하2동(3%)이가장좁음

3) 도시지역 구성
●총면적35.77㎢중개발제한구역이13.19㎢(37.0％)이며비도시지역이없음

●녹지지역(64.9%)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지역(17.8%), 주거지역
(15.5%), 상업지역(1.8%) 순임

4) 토지이용현황
●총23,092필지

●임야(52%), 공장용지(17%), 대(13%), 도로(6%) 순이며, 임야의 경우 90.2%가 사유림으로
구성됨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동 면적

울산광역시 동구 용도지역 현황
도시지역 구성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5.77 5.55 0.63 6.36 23.23
100% 15.50% 1.80% 17.80% 64.90%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지역 구성현황

임야 구분
비고

계(ha)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914 120 68 1,726
100% 6.27% 3.55% 90.18%

울산광역시 동구 임야의 소유별 현황(내부자료 : 2009. 3 현재)

지목별 현황

1)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합방침에
따라전하2·3동이2009.1월전하2동
으로 통합, 기존 10개동에서 9개동으
로바뀜에따라통, 반조정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동

울산광역시 동구 지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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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 및 세대수
●총인구: 176,431명/ 총세대수: 60,581세대

●방어동(21%)이가장거주인구가많고, 일산동(5%)이가장적음

●2009년3월현재관내외국인거주현황은총3,182명이거주하고있으며, 외국인사택단
지의입지특성에따른방어동(35.6%), 남목2(30.5%), 전하1동(12.5%)에집중되어있음

●울산광역시타구군과비교시전체외국인거주현황의23.3%에해당하며, 행정구역면적
에대비한 도산정시83.2인/㎢으로동구의외국인구성비가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15

계 176,431 92,876 83,555 60,581
방 어 동 38,737 20,376 18,361 13,644
일 산 동 9,115 4,839 4,276 3,769
화 정 동 20,796 10,742 10,054 7,537
대 송 동 16,998 8,863 8,135 5,566
전 하 1 동 18,881 10,355 8,526 6,651
전 하 2 동 13,861 7,390 6,471 4,959
남 목 1 동 12,475 6,569 5,906 4,137
남 목 2 동 29,436 15,369 14,067 9,290
남 목 3 동 16,132 8,373 7,759 5,028

울산광역시 동구의 동별 인구 및 세대수 현황(내부자료: 2009. 3월 현재)

구분
인구수(외국인제외)

세대수
계(명) 남 여

울산광역시 외국인 거주현황(울산통계연보,울산광역시, 2008. 12 기준)

관내외국인 방어동 일산 화정 대송 전하1 전하2 남목1 남목2 남목3거주현황(명)

3,182 1,134 94 216 103 397 124 77 971 66
100% 35.60% 3.00% 6.80% 3.20% 12.50% 3.90% 2.40% 30.50% 2.1%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외국인 거주현황(내부자료: 2008. 5 현재)

구분 외국인수(명) 백분율 인구 도(인/㎢)
울산광역시 12,804 100.0% 12.1 

중구 1,321 10.3 35.7 
남구 2,725 21.3 37.8
동구 2,984 23.3 83.2
북구 1,570 12.3 10.0
울주군 4,204 32.8 5.6 

동별 인구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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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주유형
●총45,034동중아파트(69%)가가장많고, 단독(19%), 다세대(7%), 연립(3%) 순으로

●이중공동주택유형(아파트, 다세대, 연립)이 79%에해당하여우리나라전체의공동주택
거주평균이66.2%임을감안할때고 주거유형임을알수있음

7) 인구이동(내부자료: 2007, 2008년도 전출입현황)
●2007년동구관내로의총전입은13,410명이고총전출은19,297명이며, 2008년총전입

은12,940명이고총전출은19,930명임

- 전입(시도간): 울산광역시, 부산, 경북, 경남, 경기, 대구, 서울순

- 전출(시도간): 울산광역시, 부산, 경남, 경북, 서울, 경기순

- 전입사유: 직업, 가족, 주택, 기타순

- 전출사유: 직업, 주택, 기타, 가족순

●이는울산최대규모의재건축사업지역인전하동‘만세대아파트2)’재건축사업의 향으
로인한일시적인인구이동의요인으로판단됨

8) 기반시설
●상수도: 보급률98.5% (181,915세대) 

●하수도: 보급률55.1% (220.8㎢) 

●도 로: 개설률91.1% (124.3㎢) 

●주 택: 보급률96.9% (49,913동) 

●주차시설: 확보률68.9% (37,303면)

9) 산업구조
●산업구조: 1차산업(0.2%), 2차산업(64.0%), 3차산업(35.8%) 

●업체수: 16개업체(대기업4, 중소기업12) / 종업원수: 31,989명

●시 장: 재래시장6개소(월봉·대송·동울산·전하·남목·남목동부시장), 백화점1개,
대형마트1개소가관내에위치하고있음

10) 문화복지 시설
●교육기관: 35개교(초16, 중9, 고9, 대1) 

●도서관: 1개소(울산동부도서관) 

2) 만세대아파트는1983년고정주 명
예회장의 지시로 건립한 5층 규모
3,409가구의 아파트로 전량 현대중
공업 임직원들에게 분양된 현대중공
업의사원소유사택단지 으며, 실제
1만 세대보다 적은 규모이지만“사원
들에게1만세대의아파트를지어주겠
다”고 한 고 정주 명예회장의 뜻을
반 해‘만세대 아파트’로 불렸으며,
사원복지혜택의상징으로꼽혀왔음

거주유형비

전입(2007, 2008년) 전출(2007,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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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7개소(국가등록문화재1 : 울기등대구등탑/ 지방문화재6: 주전봉수대, 화정천
내봉수대, 남목마성, 동축사3층석탑, 주전봉수대관련고문서, 일산별신굿) 

●의료시설: 158개소(종합병원1, 의원및한의원157) 

●사회복지시설: 137개소(복지회관1, 노인복지시설53, 보육시설79, 장애인시설4) 

다. 자연경관자원

1) 지형 및 산지경관
●전체면적35.77㎢중임야가52%를차지하고있으며산지로부터약2~3㎞내에해안선

이위치하고있음

●산지경관은주산인마골산과비슷한연봉들이서쪽, 북쪽을병풍처럼두르면서반도를구
성하고있고가장높은마골산(麻骨山: 297m)을기준으로, 동쪽에봉대산(烽大山: 183m),
명자산(明紫山: 190m)이위치하고남서쪽으로염포산(鹽浦山: 203m)이위치하고있음

●이외안산(案山), 둘안산(돌안산, 두룡산: 현, 현대중공업 빈관위치), 봉화산(烽火山), 함
월산, 망계산(망포산, 망깨산), 톳재이산, 소바위산(댕바위산)등이산재해있음

●고갯길로는당고개, 주전고개, 봉화재등은잔존해있으나, 목장고개, 문재, 새밭재그리고
현대고등학교의상징이된질마재등은사라지거나폐쇄됨

2) 하천현황
●하천총개수현황으로는8개하천(지방2급4개, 소하천4개)이있고총길이는13.8㎞(지방

2급10.5㎞, 소하천3.44㎞)임

●지방2급하천은일산천, 미포천, 주전천, 운곡천이있으며이중미포천, 일산천은대부분
복개되어도로로사용되고있음

●하천특징으로는산과해안의거리가짧아길이가짧고, 폭이좁으며, 미포천의상류인옥
류천일부와주전천, 운곡천은그린벨트지역에위치하여자연경관이양호함

●명덕저수지는현재수변공원조성사업이추진중으로20만㎡면적에50억을투입하여2011
년준공예정임

울산광역시 동구 주요 산지

울산광역시 동구 주요 수계현황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구분 연장(㎞) 유역면적(㎢)
계 13.95 22.3612.1 

일산천 2.2 2.63

지방2급
미포천 3.3 8.5
주전천 2 3.04
운곡천 3 4.02
상일산천 0.62 0.9

소하천
서부천 1.38 2.4
상주전천 0.67 0.47
대장천 0.77 0.74

울산광역시 동구 하천현황(2009현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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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안 현황
●3면이동해로둘러싸여있으나전체해안선

약39㎞중26㎞(67%)가공업지역으로지정
되어있으며

●친수해양공간및어항은 13㎞(33%: 일산~
방어진9㎞, 주전4㎞)임

●이중 주전, 일산진, 방어진항은 개발조정연
안, 대왕암공원은 이용연안, 일산유원지는
개발유도연안임

●해안의길이는길지않으나암석해안(대왕암
공원)과 사질해안(일산해수욕장, 주전)이 있
어해안의다양한모습을관찰가능하며, 주
전의경우는몽돌로된자갈해안으로유명
함(타지역몽돌해안: 울릉도의남양, 거제의
학동, 여차등)  

●대왕암공원, 주전몽돌해변은그경관이우수하여울산12경으로각각지정되어있음

4) 생태자연 현황
●생태자연도상으로1등급권역은없으나점적형태의1등급자연경관지역이존재함(주전

일원, 고늘지구, 대왕암등) 

●보호식물로는 고란초(식물3호)가 대왕암공원, 동축사 일원에 분포하고 보춘화(식물48호)
가주전일원에분포가고있으며

●보호종으로는 소나무비단벌레(곤충 제26호), 도롱뇽(양서류 제2호)이 대왕암공원 일원에
분포하고있음

5) 기타 현황
●ArcGIS의향분석도, 경사도를살펴보면북, 서측의산지로인한지형변화가많아주거지내

부에경사로및옹벽이많으며, 이로인해보행쾌적도및안전도가저조한편임

울산광역시 동구 표고, 경사, 향분석도

울산광역시 동구 연안구역도 울산광역시 동구 생태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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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 남목마성, 화정 천내봉수대, 
동축사, 주전봉수대

3) 자료 : 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
1986.10 / 울산광역시사 울산사연표
참조재구성
고지도: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
원자료참조
(http://e-kyujanggak.snu.ac.kr/)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라. 역사문화자원

1) 일반적 특징
●역사문화자원은도시의역사, 문화, 경제, 인물등도시의총체적체험을나타내는종합적

개념이며도시의특성과정체성을표현하는데필수적요소임

●따라서지역의정체성과고유성을대표하는주요한역사적문화적경관자원을보전, 복원
및재현, 유지, 창조를통하여

●현재도시가과거의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계승하여미래세대와공감할수있는것과
곳을지켜가야할의무가있음

2) 현황
●동구의주요역사문화자원은다음과같음

- 불교유적: 동축사(울산最古고찰, 동축사3층석탑), 월봉사

- 국방유적: 남목마성, 주전봉수대(고문서), 화정천내봉수대
- 근대유적: 울기등대구등탑(1906년우리나라3번째설치, 등록문화재)

- 무형문화제: 일산동당제별신굿(200년역사, 2년마다재현)

3) 문제점
●현재동구의역사문화자원은문화재존재및가치에대한홍보및인식이부족하고

●자원자체에대한관리및보존상태가미흡한실정이며

●정확한사료의부족으로원형복원이어렵고지역민의관심도및인지도또한저조한실정임

4) 역사 연표와 고(古)지도 고찰3)

●동구의역사적특징및도시변천을파악하기위해역사연표와고지도를검토하 음

가) 선사시대 및 삼국시대(~930년)
●산록인근에간석기나빗살무늬토기조각이출토되는것, 방어진산성(시리성)등의흔적으

로미루어일찍이선조들이염포산일원에거주하 던것으로추정됨

●여러의견이있으나고문헌을종합해보면삼국시대이전의진한12소국중울산인근에는
기저국(己 國: 언양일원), 우시산국(于尸山國: 웅촌일원), 염해국( 奚國: 염포산 일원)
등이있었던것으로추정되며, 동구지역의염해국은지정학적으로사로국(훗날신라)에가
장먼저병합된것으로판단됨

●이후울산에서는최초로동축사가창건(569년)되고이후월봉사가창건(930년)되는등신
라의변방도시로변모하 음

나) 고려시대(930~1391년)
●1012년(현종3년)에동진현(東津縣)에서방어주로개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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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28년잦은왜구침범으로봉수대설치, 우왕11년울주(현울산)에읍성을축조하도
록하는등국방상의요충지로변모하게됨

다) 조선시대(1392~1896년)
●1400~1800년초까지우리나라전역에는잦은지진, 풍수해, 우박, 낙뢰, 가뭄등자연재해

로인한전국적인황폐화와기근, 질병이발생하는등재정및국력이약화되었음

●또한울산도호부관할의동면으로지정학적으로일본과근접하여, 무역과국방상중요한
위치 으며, 세종때삼포가개항되면서염포에왜인들이드나들었고, 삼포왜란후염포의
왜인들이잠시물러났다가1592년(선조25년) 임진왜란과1597년(선조30년) 정유재란때는
왜인들의군사기지로사용하기도하 음

●조선초기부터 동구에는 국 목장의 하나 던 남목마성4)(양정~주전)이 운 된 것으로 추
정되며이시기는단순한목책형태의울타리 다가1655년(효종6년) 신마성(성내~현대정
보과학고)이축조될때는돌로담장을쌓아현재까지도그흔적이남아있으며계속그범
위가축소되어1894년(고종31년)에댕바위산(현대왕암공원경계부) 일원에서운 되던마
성이폐지되기에이름

시대 연도 내용 비고
동구지역의 산기슭에서 간석기나 빗살무늬
토기조각 출토

57~79년 탈해왕 : 사로국에 염해국 병합
80~112년 파사왕 : 율포현
569년 진흥왕30 : 동축사 창건
757년 경덕왕16 : 율포현→동진현
930년 경순왕4 : 월봉사 창건
1012년 현종3 : 동진현→방어주(防禦州) 
1302년 충렬왕28 : 봉수대를 설치하여 왜적방비
1361년 공민왕10 : 왜구 침범
1374년 공민왕23 : 왜구 침범
1376~1381년 우왕 : 계속적인 왜구 침범
1385년 우왕11 : 울주에 읍성축조 지시

삼국시대
(~930년)

고려시대
(930~1391년)

선사시대

방어진산성(시리성)
신라의 변방도시
동축사, 월봉사 창건

잦은 왜구 침범으로
봉수대, 읍성축조
국방상 요충지로 변모

선사시대~고려시대 역사연표

시대 연도 내용 비고
1396년 태조5 : 왜구 침입
1426년 세종8 : 염포 왜무역 허가
1470년 성종1 : 울산방어진 목장의 부실 보고
1592년 선조25 : 임진왜란 발발

1597년
선조30 : 정유재란, 왜선500여척 울산해구

정박, 조명연합군 전투(1598)  
1609년 광해군 : 蔚山郡 東面
1655년 효종 6 : 신마성(성내~현대정보과학고) 축조
1672년 현종13 : 蔚山都護府 괤浦面
1765년 조41 : 蔚山郡 東面
1894년 고종31 : 마성폐지(대왕암공원)

조선시대
(1392~1896년)

1400~1800년초 :
지진, 풍수해, 우박,
낙뢰, 가뭄 등 전국적
인 황폐화, 기근, 질병
발생 으로 마성운
및 폐지
임진왜란, 정유재란
왜인들의 군사기지

조선시대 역사연표

조선시대 마성추정도

4) 남목마성(南牧馬城)은 15세기(1400년
대) 처음으로등장, 언양, 청도지역등
주변7개고을이동원된국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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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지도로 살펴본 1700~1800년대 말(18~19세기) 동구
●18세기 초중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와 여지도(輿地圖:

1759)에는남목마성의관아 던감목관(監牧館)의위치는표시되어있으나마성의경계는
보이지 않고 어풍대의 위치가 주전일원에 표시되어 있으며, 한자 또한 어풍대(漁風臺)로
표기되어있고방어진의표기또한方魚津, 漁津으로혼용표기하고있음

●18세기중엽이후에는군용지도인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1760)와1800년
대의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1832), 청구요람(靑邱要覽: 1835)에마성의성곽이나타나고
있으며, 점차규모가축소되는모습을보임

●또한어풍대는현재의일산고늘지구로표시되어있으며, 한자의경우에어풍대의‘어’를
지칭하는한자가漁, 御또는馭로표기되어‘신라의임금이절경지를찾아풍류를즐기던
곳’이라는지명유래와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됨

●비교적동구의주요시설및지명이잘나와있는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 상에는동
축사, 어풍대, 동대산, 감목관, 방어진, 남목마성, 천내봉, 남목봉수, 저내포(渚內浦), 유포
(괤浦), 백운암(白運庵), 열의암사(곢衣岩寺), 파운암(波運岩), 외창(外倉) 등의시설(장소)이
표기되어있음

●추정하건대작가가지도제작당시의지역특성을고려하여한자의사용을달리한것으로
판단되어향후이러한변천과정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함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해동지도(1750년 대) 여지도(1759년)

비변사인 방안지도(1760년) 경상도읍지(1832년)

청구요람(1835년) 대동여지도(18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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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제국기(1897~1910년)와 일제시대(1910~1945년)
●근대화의과제와외부열강으로부터국권수호의과중한부담을지니고있었던 13년간의

대한제국기동안울산지역의내륙은의병과일본군의교전장이었으며, 바다에서는러시
아와일본이고래포경권을다투었음

●일제강점기의동구방어진은천혜의어장인데다가일본과통어선의왕래에도편리해일찍
이전략적으로이주어촌으로개발되었음

●주로일본인, 일본자본에의한조선, 철강, 양조회사등이건립되었고, 1921년울산최초로
방어진에전기가공급되었으며방어진방파제를비롯한각종기반시설및건축물이건립
되는등대규모어항으로변모했으며당시의울산읍과대등했음

●특히동구방어진은연안어업과포경업독점(1905년)으로부를축적하여당시일본최대의
수산회사인다이요어업(大洋漁業: 현마루하그룹)을창업한나카베이쿠지로(中部幾次걏)
의수산기지 으며오카야마현히나세(岡山縣日生) 어민이거주(해방후오카야마현비젠
시로이주)했던일본인의집단거주지 음5) 

●1944년에는일본의조선축항주식회사가울산을인구50만의공업도시로건설을하기위
하여축항계획을수립하 으며이는1962년울산특정공업지구지정시수립한울산도시
기본계획에대부분반 되었음

마) 해방이후(1945~)
●해방에뒤이은 1950년의한국전쟁(6.25)으로 1953년까지울산지역내에서좌익, 빨치산

과의전투가일어나는등어수선한분위기 으나국내의타지역에비해큰피해가없던울
산지역은

●1950년대후반부터석유화학과관련한시설이등장하기시작했으며1955년삼양사제당
공장준공,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의한1962년울산특정공업지구지정으로본격적인개
발이되기시작하 음

●1962년울산시승격으로방어진출장소로편입한동구는1972년의현대중공업착공을기

5) 1916년 12월말에조사된자료(蔚山案
內,울산군청발행) 에의하면당시울산
인구에거주하는내지인(內地人: 일본
인) 2,593명중동면에거주하는내지
인이 1,305명으로 당시 울산군(19면)
중가장많은일본인이살고있었다.

시대 연도 내용 비고

1907년 융희1 : 김홍조 개운학교설립(21년 동면공립보통학교 개
명, 현 남목초등학교) 

1908년 융희2 : 울산지역 의병과 일본군 다수 교전
1910년 융희4 : 한일합병
1917년 蔚山郡 東面
1921년 방어진에 울산전기주식회사 설립
1928년 방어진방파제 준공

1929년 방어진철공조선, 방어진장유, 장생포양조, 방어진주조
등 설립

1931년 方魚津面
1937년 方魚津邑

조선석유주식회사 설립 및 고사동 일대 15만평

1944년
정유공장 건설
조선축항주식회사 인구50만 공업도시건설 목표
축항계획 수립

대한제국기
(1897~1910년)

일제시대
(1910~1945년)

1890~1910년 :
러시아, 일본의
고래포경 난립
일본인, 일본 자본
에 의한 조선, 철
강,양조회사 건립
연안어업 착취
석유 및 공업도시
건설 계획 수립

대한제국기 ~ 일제시대 역사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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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본격적인기반시설및직주(職住)근접을위한배후주거지개발이진행되어급격한
도시변화를겪게되었음

바) 소결
●역사연표와고지도에근거한동구의특징은삼국시대휴양지, 고려시대국방상전략요충

지(봉수대) 으며, 조선시대이후국가주도, 국가기간경제·산업의중심지 음

- 조선시대: 목축업(500년추정)
- 1900초~1986년 : 포경업(약100년)
- 1972년~ : 조선제조업특화(40년)

시대 연도 내용 비고

1948년
방어진에 동양포경주식회사 설립
(장생포는 1947년 설립) 

1950년 한국전쟁 발발(6.25) 
1955년 삼양사 제당공장 준공
1962년 방어진출장소, 울산특정공업지구 지정, 울산 도시계획 수립
1967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착공
1971년 염포~남목간 도로확장 완료
1972년 현대조선울산공장 착공
1973년 울산외항(미포항) 개항
1975년 현대미포조선 설립, 남목정수장 준공
1977년 방어진산업도로기공, 방어진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기공
1978년 동울산우체국 신설
1979년 남목동 1,2동으로 분동
1982년 방어진순환도로 개설 준공
1983년 전하동 1,2동으로 분동
1988년 울산방어진출장소→ 동구로 승격(3개구) 

1991년
울산시화정사회복지관 설치, 방어진공원순환도로 개설공사
기공, 아산도서관 준공, 동구보건소 개소

1995년
울기등대 대왕교 개통, 전하2동을 2·3동, 남목1동을 1·3동
으로 분동, 명덕복지회관 기공, 동구청이전(방어동409→
화정동222), 한마음호 취항(연안여객터미널)

1997년 울산시 동구→울산광역시 동구
1999년 동구 염포동 일부 북구편입, 주전동을 남목3동에 포함
2000년 울산기능대학 개교

해방,
한국전쟁
수복기

(1945~1961년)

울산시
(1962~1996년)

울산시
(1997~현재)

해방후~1953까지
좌익, 빨치산 전투
1950후~1970년초
석유, 화학 개발 주

1960년대
특정공업지구 및 울
산 도시계획 수립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
동구는 1970년대부
터 급격한 도시변화
(기반시설 및 공업
단지, 배후주거지
개발)

도시 성장기에서
도시 정체 관리
기로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알산진 전경(위 : 1970년, 아래 : 2000년초) 방어진 전경(위 : 1970년, 아래 : 2000년초)

해방이후 역사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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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심은조선시대에는남목이었다가임진왜란, 일제시대를거치면서방어진으로중심
지가이동하 고1970년대이후명덕일원(현전하동)을중심으로발전되어현재에이름

●과거역사적요소의상징의미와현대적활용가능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마. 도시계획변천6)

1) 도시계획 변천사(20세기 이후)
●1900년(20세기)이후우리구의도시공간변화를살펴보기위해울산도시기본계획도중용

도지역도의변천을조사하 음

●일제강점기1914년토지사정당시제작된근대지형도(한삼건소장)와1950년에촬 한항공사

진을합성하여1900년초부터50년대의가로망및취락지를살펴보면남목, 방어진에건축물

이 집해있고, 현재의방어진순환도로와비슷한형태이나구불구불한가로망과해안선을따

라취락지와가옥이산재해있음

●1962년특정공업지구지정당시제작된도시기본계획도에는앞서설명한취락지를연계하여

주거지역을지정했고나머지는녹지지역으로지정하 음

●1970년에는방어진을제외한나머지지역이녹지지역으로지정되었는데이는현대중공업입지

를위한공업지역지정과관련된것으로추정됨

●1974년에는현대중공업과현대미포조선부지가공업지역으로지정되고, 방어진과명덕지역에

상업지역이처음으로지정되었음

6)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사, 울산광역시,
2006.10 참조재구성

1900년~1950년대 울산광역시 동구의 가로망 및 취락지 추정

역사요소 상징 활용 가능성
어풍대, 일산, 화진 우산, 꽃길, 축제 일산유원지의 테마활용, 캐릭터 개발
남목마성 말, 목장 산책로, 역사탐방로, 캐릭터 개발
봉수대, 등대, 망계산, 어풍대 통신, 정보, 관망 야간조명, 전망대
포경, 조선 고래, 선박 고래체험장, 선박박물관, 캐릭터 개발

역사요소의 상징과 활용가능성

001-056울산보고서1,2장  2010.3.25 5:38 PM  페이지24



25

●1976년도의도시기본계획에는동구지역의변화가없었고, 1986년에는현재의남목시장,
명덕일원에상업지역이추가되고, 예전부두와꽃바위부근이공업지역으로추가지정되었
으며, 주거지역의정형화가이루어짐

●1980년대현대1단지(일명2천세대), 현대2단지(일명4천세대), 일산아파트(일명만세대)
등56.2~59.5㎡(약17~18평형)의5층형아파트가대규모로건설되었으나심각한주택부
족난은 해결되지 않았고 남목동, 전하동 산록 등지에 많은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되다가
1990년대에 주택개량및고층아파트단지로재개발되었음

●1994년에는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구현대공고) 인근이주거지역으로지정되고, 해안매립
을통한공업지역의추가확장및정형화가이루어짐

●1998년에는방어진과현재의일산유원지인근이상업지역으로확장되고, 방어진방파제
인근이준공업지역으로, 망계산(현, 현대중공업해양사업본부)이녹지지역으로지정됨

●2000년에는주전일원의집단취락지가주거지역으로지정되었으며, 이후도시기본계획상
의추가적인변화는없으며, 최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주택재개발, 도시개
발사업구역으로지정되어새로운변화가예상됨

울산광역시 동구 용도지역 변천(1962, 1970, 1974)

울산광역시 동구 용도지역 변천(1976, 1986, 1994)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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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구조 특징
●동구는 남목, 방어진, 명덕을 거점으

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으며 방어진

순환도로에 의존한 도시개발이 진행

되었음

●도시구조는 서에서 동으로 장방형의

공업지역축, 염포산중심의공원녹지

축, 구릉지의공공시설축, 공동주택축, 일반주거축, 상업축, 공업지역축으로구분할수있음

●남북방향으로길게들여진각축들은도시구조를알기쉬운반면성격이다른축들의상호간섭

이발생하여도시문제의원인이되고있으며, 뚜렷한중심가가없는특징을보이고있음

●따라서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간의접경부는도로망정비시녹화및완충공간조성

을우선고려해야할것이며

●주거지역의경우는동서방향의내부도로정비및특화를통하여권역별로특색있는공간으로

조성해야할것임

3) 각동별 특징(법정동을 중심으로)
●행정동(궋政洞)은주민의편의와행정능률을위해적정한규모와인구를기준으로동주민센터

를설치운 하는행정구역단위로보통은대표적인법정동의이름을빌려사용하여1, 2동으로

분동하거나통합하기도함

●법정동(法定洞)은예부터전래되어온명칭으로개인의권리, 의무, 법률행위시주소로사용되는

동의명칭으로그지명의역사, 유래, 전통을알수있음

●현재사용되고있는법정동은대부분일제강점기1914년의행정구역통폐합시정해져지금에

이르고있음

●따라서 법정동의지명유래와동별주요자원및현황분석을통해각동별특징을부각하기위

한기회요소로적극활용하기위함임(현재도로명주소사용에따라각도로명에법정동의이름

이부여되거나지역의역사에서추출한새로운가로명이등장하고있음)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 구조

울산광역시 동구 법정동

울산광역시 동구 용도지역 변천(1998, 200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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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주요자원 및 특징

□ 주전동
●붉은황토색토양을지닌마을또는광명한(밝은) 마을이라는지명유래를가지고있으며대부분

이자연녹지, 그린벨트지역으로신선한수산물과빼어난자연경관을보유하고있어울산12경

중하나로여름철피서지로각광을받는지역으로

●최근주전직선화도로및대로2-19선개설과더불어시가화예정용지의개발압력이높아지고

있는추세임

□ 동부동
●조선초앞불내(南木川)란마을이름에서유래되었으며, 고종(高宗)때옥류천을기준으로하여

동쪽마을을지칭함

●현남목초교자리에조선시대의목관이있었으며, 1970년대초부터1980년대중반까지는낡은

재래주택과무허가판자촌이난립했고, 1980년대후반부터구릉지에고층아파트가등장하기

시작했음

구분 법정동 행정동 주요자원 특징 기회요소

주전동
(朱田洞)

남목
3동

주전몽돌해변,
돌미역, 전복, 
삼치, 봉대산,

봉호사,
주전천 등

•지명유래 : 붉은 황토색 토양/광명한
(밝은) 마을

•대부분 자연녹지, 그린벨트 지역으로
빼어난 자연경관 보유, 여름철 피서
지로 각광

주전직선화도로, 
대로2-19선 개설, 
시가화예정 용지
개발압력

주전동의 주요 자원 및 특징

주전몽돌해변 전경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봉대산 정상에서 바라본 동부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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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돌안아파트(현대중공업사원아파트)가철거되고현대동부패 리아파트단지가건설되

는등고 도아파트지역으로변모하 음

●현재단독및연립주택으로이루어진주거지내의좁은도로, 불법주정차등으로쾌적도가저

조하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주택재개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지정되어변화

가예상되며, 이들지역의개발시공공공지확보가중요한관건이라할수있음

□ 서부동

●옥류천을기준으로하여서쪽마을을칭하는이름에서지명이유래되었으며, 현재의동구문화

의중심지인명덕지역은과거‘방어나리’라고도불리었음

구분 법정동 행정동 주요자원 특징 기회요소

동부동
(東部洞)

남목
1,3동

남목초등학교
(조선시대목관), 

마골산, 
안산, 
옥류천

남목재래시장
등

•지명유래 : 선초 앞불내(南木川)란
마을 이름에서 유래, 南玉 → 高宗
때 玉流川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
마을을 지칭

•1970년대 : 낡은 재래 주택, 무허
가 판자촌 난립

•1980년대후반부터 고층아파트 붐
•1992년 : 돌안아파트(현대중공업
사원아파트) 철거 후 현대동부패
리아파트 단지 건설, 고 도 아파
트지역으로 변모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도시
개발사업 구역으
로 지정되어 변화
예상
공공공지 확보
중요

동부동의 주요 자원 및 특징

현대홈타운아파트에서 바라본 서부동 전경

구분 법정동 행정동 주요자원 특징 기회요소

서부동
(西部洞) 남목

1,2동

현대예술관,
현대백화점,
동부도서관,
서부축구장,

명덕저수지 등

•지명유래 : 玉流川을 기준으로 하여
서쪽 마을

•방어나리, 명덕, 동구 중심지
•현대백화점, 현대예술관 등이 위치
하고, 봉수로 가로변에는 서부초등
학교, 녹수초등학교, 동부도서관,
현대중고 등 교육연구시설이 입지

•현대중공업종사외국인의집단
거주지역

•명덕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
(2011년 완료예정)

문화시설 다수
입지로 동구 문화,
상권 중심지
국내외의 도시
홍보 공간으로
잠재력

서부동의 주요 자원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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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본사, 현대백화점, 현대예술관 등이 위치하고, 봉수로 가로변에는 서부초등학교,

녹수초등학교, 동부도서관, 현대중고교등교육연구시설이입지하고있으며, 현대중공업에종

사하는외국인의집단거주지역임

●최근2011년을목표로명덕저수지수변공원화사업이추진중이며이웃한문화시설과함께연

계시동구문화, 상권의중심지, 국내외의방문객에게울산을알리는국제적홍보공간으로의

잠재력이높은지역이라할수있음

□ 미포동, 전하동
●미포동은독포라는이름에서지명이유래되었으며과거에는 바다 던곳이대부분 매립되어

현재현대중공업공단지역으로변모하 음

●전하동은돌안산의남쪽작은어촌마을로‘밭(田)아래(下)마을’이라는한자식지명과‘바다’의

이두(굀頭)식표기인‘바드레’에서생겨난지명이라는설7)이있으며현대중공업과접하여상가,

주택, 아파트단지등이 집해있어동구지역내에서도인구 도가가장높으며, 한마음회관

등의문화시설이다수임

●현대중공업건설초기소형아파트와재래식주택, 다가구주택등의주거유형이혼재되어, 현

재지속적인재개발이진행중임

□ 화정동
●신라왕들의행차를따르던백관및궁녀의모습이녹의홍상같다하여화진(化津: 꽃나루)이라

하 다가, 化亭에서華亭으로변하 으며, 일제강점기때일산동과합쳐월산동(月山洞)으로되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구분 법정동 행정동 주요자원 특징 기회요소

미포동
(尾浦洞)

전하동
(田下洞)

전하1동

전하동
(1,2동)

현대중공업, 
봉대산,
명자산

울산대학병원,
한마음회관, 
현대중공업, 

•지명유래 : 독포라는 이름에서 기원
•현재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공단지역

•지명유래 : 둘안산 남쪽 작은 어촌으로 밭
아래 마을 또는 바다의 이두식 표기인 바
드레에서 유래

•현대중공업과 접하며 상가·주택·아파트
등으로 인구 집지역

•현대중공업 건설 초기 소형 아파트와 재
래식 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유형 혼재,
현재 지속적인 재개발 진행 중

공업지역 확장

문화시설 다수, 
대규모 재개발
진행 중

미포동, 전하동의 주요 자원 및 특징

봉대산에서 바라본 미포, 전하동 전경

7) 장세동, 울산동구지명과문화이야기.
울산동구문화원.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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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1985년일산동과분동되면서현재의화정동으로지정됨

●1995년현동구청이방어동에서이곳으로이전했으며아파트, 단독주택지가혼재되어있고, 경

사지가많으며봉수로, 학문로주변으로울산과학대, 서부구장, 동구청, 학교시설보호지구등

교육행정의중심지라할수있음

●2015년울산대교와염포산터널개통시동구의또다른중심지로변모가예상됨

□ 일산동
●신라왕이양산(日傘)을펼치고즐긴곳이라는지명유래가전해지며

●일산유원지의상업시설, 어촌(일산진)마을이혼재되어있으며, 1973년에지정된일산유원지의

구분 법정동 행정동 주요자원 특징 기회요소

화정동
(華亭洞)

대송동
동구청, 
대송시장

•봉수로, 학문로변 울산과학대, 서부구장,
동구청, 학교시설보호지구등 등 교육행정
중심지

•대학길 기준 대송동, 화정동으로 구분
•아파트 및 단독주택지 혼재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화정동의 주요 자원 및 특징

화정근린공원, 
대학길

•지명유래 : 신라 왕들의 행차를 따르던 백
관 및 궁녀의 모습이 녹의홍상 같다 하여
化津(꽃나루)이라 하 다가, 化亭 → 華亭
으로 변천

•일제강점기때 일산동과 합쳐 月山洞으로
되었다가 1985년 일산동과 분동되면서
華亭洞으로 됨

•아파트, 단독주택지 혼재, 경사지 많음

천내봉수대, 
월봉사, 

울산과학대, 
대학길

화정동

화정주공아파트에서 바라본 일산동 전경

울산과학대에서 바라본 화정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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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999년 1단계사업부지환지처분과일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이진행중임

●학문로를기준으로명덕여중, 일산중, 방어진고, 일산초등, 미포초등, 명덕초등, 대송중, 울산생

활과학고등다수학교가 집되어있음

●현재공공시설확충, 일산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 대왕암공원개발이순조롭게추진중으

로마리나항, 고늘지구등의개발에사업성이높아지는추세임

□ 방어동

●왜구의잦은침범으로국방을위한수로진의의미로防禦陣명칭에서유래또는조선시대에방

어가많이잡히는나루터란뜻으로 魚津으로불리움(검증필요) 

현대비치아파트에서 바라본 방어동 일원 전경

구분 법정동 행정동 주요자원 특징 기회요소

방어동
(方魚洞) 방어동

방어진항, 
화암추등대,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세광중공업, 
KCC 등

•지명유래 : 왜구의 잦은 침범으로 국방을
위한 수로진의 의미로 防禦陣 명칭 유래
→ 조선시대에 방어가 많이 잡히는 나루터
란 뜻으로 魚津으로 불리움(검증필요) 

•방어진항을 중심으로 주거지형성
•지역내 재래식 주택이 가장 많이 잔존, 근
대문화유산 및 일본식 주택 다수

•과거 방어진출장소, 동구청사가 위치했던
구도심

•1990년초 화암·문현지구 택지로 개발, 현
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 추
진 중

풍부한 수산자
원, 방어진항
개발, 슬도 소
공원화 사업
추진,  대규모
택지개발, 
일본과 관련된
시설 및 장소
가 다수

방어동의 주요 자원 및 특징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구분 법정동 행정동 주요자원 특징 기회요소

일산동
(日山洞)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고늘지구, 

어풍대, 대왕
암공원

•지명유래 : 신라 왕이 日傘을 펼치고
즐긴 곳

•일산유원지 상업시설, 어촌(일산진)마을
혼재

•일산유원지(1973년 지정) : 1999년 1단계
사업부지 환지처분과 일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진행중

•학문로 기준 명덕여중, 일산중, 방어진고,
일산초등, 미포초등, 명덕초등, 대송중, 울
산생활과학고 등 다수 학교 집

일산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사업, 대왕암
공원 개발

일산동의 주요 자원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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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크게번성하여방어진항을중심으로주거지와상업지가확장되면서점점기반시

설의부족및시설의노후화가문제시되고있음

●현재관내에서가장많은외국인거주지역이고지역내재래식주택(근대문화유산및일본식주

택 다수)이 가장 많이 잔존해 있으며, 과거 방어진출장소, 동구청사가 위치했던 구도심으로

1990년초화암·문현지구가택지로개발되면서아파트단지가건립되기시작하 음

●최근주거환경개선사업및택지개발사업이계획또는추진중이며, 방어진항개발, 슬도소공

원화사업등으로다시그명성을되찾아가는중임

4) 용도지역별 현황 및 문제점

가) 주거지역

■ 주거지역 일반 특성
●단독주택은하나의독립된건물의유형으로일정한옥외공간을소유하는특징이있음

●다세대주택및연립주택은한건물에여러세대가거주하는공동주택의형식으로서아파트에

비하여접지성을높일수있고공동의옥외공간을중심으로소규모의공동체가형성되는특징

이있음

●아파트단지는대단위면적, 고층, 다세대특징으로넓은옥외공간을지니며고층화로인한도

시경관에중요한 향력을미치므로설계전배치, 스카이라인및색채계획의수립이중요함

■ 동구 주거지역의 문제점
●동구전체의도시지역중주거지역의면적은5.55㎢으로전체15.5%이며, 지형상구릉지가많

아보행안전에상시위험요소가존재함

●2008.12.31 기준동구의총주택수45,034호(단독주택8,402호, 연립 1,562호, 다세대3,158

호, 아파트31,081호)로공동주택유형이79.4 %를차지하여고 주거유형이며

●70년대초부터직주근접을위한무분별한주택난립과택지개발시공개공지의부재및좁은

도로폭설정으로상시주차공간의부재와보행환경이저조한편임

● 주거유형혼재로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침해등의논란발생이예상되며

●인근공장에서부터의소음, 분진문제로상시민원이발생하고있음

●동구의주거특징중하나인사원및외국인사택부지는도심내에서새로운개발잠재력을지니

고있어차후활용가능성에대하여다양한모색이필요함

●현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재개발, 재건축구역이지정되어이들지역의개발시주

변주거지의쾌적성을함께증진시킬수있도록적극적인공개공지의개방을유도해야할것임

●동구의주요주거지현황은다음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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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 상업지역 일반 특성
●경제활동의중심이며활력있는도시의상징공간으로건축물, 간판, 가로환경등의구성에따라

특징이발생함

●오락과만남의장소, 쇼핑등다양한행위가발생하므로다양한공간의연출이필요함

●상업지역의경계에위치한주거지역에상업기능의침투가주거지환경의악화요인으로작용

하여완충공간의마련이중요함

●고층위주의개발에의한도시스카이라인의파괴, 각건물에상업성만을강조한다양한간판,

통합되지못한가로시설물, 차량위주의도로체계등은우리나라대부분의상업지역경관의문

제점임

■ 동구 상업지역의 특징 및 문제점
●상업지역의입지별특성이부재하며차량위주의도로체계에의한보행공간의안전성및쾌적

성이부족한실정임

●상가주변보행자휴식공간및여유공간이부족하고가판대노점상등의도로점유불법주정차

에의한가로공간의침범이발생함

●상업지역과공업지역이연접하여번화한느낌은상업지경관연출에어려움이있으며, 주거지

역과경계부분의완충공간부재로주거환경을침해하고있음

●신축건물과기존건물간의스케일괴리및외관상의부조화문제와무분별한옥외광고물설치

로인해가로경관이저해되고있음

●특히전선및케이블선이시야를어지럽히고있어향후가로정비사업추진시한전및통신업체

와의사전협의를통해지중화사업을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것임

울산광역시 동구 주요 주거지역 현황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남목1동

화정동 - 봉수로변 아파트단지

방어동 - 신시가지

전하1동 산록

전하2동 - 일반주택지

화정동 - 일반주택지

일산동 - 일산진어촌

진하1동 - 일반주택지, 상업지 접경지

진하1동 - 외국인사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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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업지역

■ 동구 공업지역의 특징 및 문제점
●공업지역이 전체면적에 17.8%를 차지하고 주간선도로인 방어진순환도로에 대부분 직접

면해있음

●시가지내에서해안으로의시선차폐및유원지에서공장시설조망으로경관상부조화로우며

●주거지와인접한구간의경우소음및분진발생으로인한민원이발생하고있음

●간선도로에직접노출되어있으나차단녹지가부족하여2열식재및가로수종의재검토가
필요함

●가로변에회색계열또는무채색대형공장과크레인노출로위압감을주고있으며 거대구

울산광역시 동구 주요 상업지역 현황

구분 특징 및 문제점 개선방향
•동구의 첫인상 각인(중요지점)으로 정비 시급

남목지구
•남목재래시장과 방어진 순환도로변에 중층형 상권형성
•주변 주거지역, 공업지역 혼재
•학생들의 이용이 많으나 청소년 이용시설 부족

•방어진순환도로변 한쪽으로 긴 형태의 가로 상권 형성
•맞은 편이 공업지역으로 상가 이미지 형성이 어려움

명덕 전하지구 •구릉지로 인한 보행형 상권형성이 힘듬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도로점용
•전선 및 유선 케이블로 인한 가로 경관 개선 시급

•일산해수욕장 및 대학길 주변으로 상권형성

일산 대송지구
•대송, 월봉시장 재래상권 혼재
•지역민 및 외지인의 방문 다수
•특징있는 건물 및 시설 부재

•방어진항을 중심으로한 구상권, 문현로변 신상권

방어지구 •방문자들의 연령대가 높음(추억의 장소로 인식) 
•노후된 건물다수, 공업지역 및 항만시설과 혼재되어
어수선

울산광역시 동구 주요 상업지역 특징 및 개선방향

전통성을 살린 상업지역
으로 특화 모색

국제화, 다문화 특성의
적극 홍보 공간으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가로
조성 특화

관광지로의 특성을 살리
고 적극적인 디자인 도입
으로 활기있는 가로 공간
조성 모색

전통 및 일식 가옥의
활용, 어항의 특성을 살린
상업지역으로 특화 모색

남목1동

전하1동

남목2동

남목2동

화정동 - 대송시장 앞

방어동 - 방어진항 일원

일산동 - 일산유원지

화정동

일산동 - 대왕암공원 앞(철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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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에대한색채계획이필요함

●공장내주차시설부족으로인근가로변및주거지에상시불법주차로인한민원및가로경
관이저해되고있음

라) 녹지지역

■ 동구 녹지지역의 문제점
●용도지역상녹지지역이가장많으며전체면적에64.9%를차지하고있으나

●넓은녹지면적에비해도심내에서의녹지공간은부족한실정임

●학교, 공공시설등의녹지공간의개방및가로녹화를통한녹지네트워크의구축이필요
(대송로특화)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울산광역시 동구 주요 공업지역 현황

구분 문제점 및 특징 개선방향
•도로에 접하여 길이가 긴 공장동, 대형 크레인 노출

현대중공업 •동측해안의 대부분이 공업지역으로 시가지내에서 해양조망권 단절
한국프렌지 •상업, 주거지와 연접하여 소음, 분진 등 민원 발생

•연속적인 회색 담장과 불법 주정차

미포조선
•관문 서부 해안선에 입지하여 해양 조망 단절

KCC
•회색 담장과 크레인이 연속 조망
•향후 울산대교 완공 시 조망점 및 포토죤 설치에 어려움

•방어진항에 입지하여 소음, 분진 등 민원발생
세광중공업 •대형크레인, 구조물 선체 등이 차단없이 노출되어 위압감 발생

•어항과 접하여 연안부 경관의 부조화 및 정비 필요

울산광역시 동구 주요 공업지역 특징 및 개선방향

거대 공장동의
색채 부여로 분절
효과 및 야간경관
특화

공장동, 크레인, 
굴뚝의 색채 특화

공장동 및 크레인
색채 정비
부분적인 차단 식재
및 담장 조성 필요

방어동 - KCC

방어동 - 현대미포조선

전하1동 - 한국프랜지

전하1동 - 한채삼거리 앞

전하1동 - 현대중공업

전하2동 - 찬물락삼거리 앞

방어동 - 현대중공업해양사업부 방어동 - 화암추 등대 주변 방어동 - 세광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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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현황

마) 도시기반시설

■ 가로경관의 일반특성
●일반적으로방문객에게인지되는도시의첫인상은가로경관에의해각인되고결정되므로

도시경관디자인의개선에있어주대상임

●거주민의일상생활에서개별건축물들과가로시설물의연속, 변화등이쾌적도에큰 향
을미치므로공공의노력뿐만아니라민간의협조가반드시필요함

●따라서, 가로와건물의적절한구성과조화를유지하며보행자에게다양한활동공간과휴
식의장소마련이중요하며쾌적한도시이미지창출을위해옥외광고물이나가로시설물에
국한된개별경관요소를고려하기보다는전체적인기준과테마를마련하여접근함이바
람직함

■ 동구 가로경관의 문제점

●동구도시이미지형성에주축인방어진순환도로는환형(環形)형주간선도로로동구의대
표적가로경관축임

●봉수로는남북방향으로염포산구릉지와시가지의경계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명덕로, 전하로, 학문로, 대학길, 월봉로, 문현로등은봉수로~방어진순환도로를동서방
향으로연결하고있음

●가로경관상도심및시가지로인식되는공간은대규모문화시설이위치한명덕일원을제

울산광역시 동구 주요 가로경관 현황

구분 개소 면적(천㎡)
어린이공원 40 74.1

도시공원
근린공원 6 1,181.90

도시자연공원 1 7,023

합계 47 8,279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공원 현황(2009 현재 내부자료)

방어진순환도로 - 남목고개 방어진순환도로 - 전하2동 명덕로 학문로 하단

남목삼거리 방어진순환도로 - 남목2동 대송로- 찬물락삼거리(염포산터널 연계) 문현삼거리

방어진순환도로 - 현대미포조선 앞 문재사거리 대학길 주전동 - 대로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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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대부분인지도가떨어지고

●동구의진출입을알리는상징적게이트가없으며가로의테마, 지역적특성(도심지, 외곽
지), 특징적건물의부재및부조화된가로시설물이다수임

●교차로의가로시설물난립으로시각적혼란이가중됨

●주간선도로에바로면하고장방형으로이어진상업형가로는공간, 지구로의특화가어렵
고불법옥외광고물및가로점용시설이다수이며상시주차문제가발생하고있음

●내부도로망의경우경사지로인한연속적인가로경관연출에어려움이있고보행공간이
협소함

바) 기타 도시기반 시설

■ 울산대교 및 염포산 터널
●세계세번째, 국내최대L=1.15km 단경간현수교

●남구매암동~ 동구일산동(총연장8.38㎞) 

●사업비5,398억원, 2015년완공예정

노선명 기점~종점 문제점 및 특징 개선방향

울산광역시 동구 주요 가로경관의 특징 및 개선방향

방어진
순환로

(16,405m)

염포삼거리
~

염포삼거리

•동구의 진입로로서 해안을 따라 형성된
통과형 도로

•상시 교통량이 많고, 단일노선으로 정체
심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간 부조화
•해변으로 KCC, 현대미포조선, 해양개발
본부 등 조선관련 공장입지

•염포산 급경사 절개 도로로 토사유출 위
험지, 옹벽다수, 생태통로 단절

•상징물 설치 및 주변 녹
지 경관 정비

•상업지역, 공업지역 경관
정비안 마련

•공장 색채경관, 옹벽 미
관개선

•생태통로 설치

봉수로
(5,502m) 

대학길
(919m) 

한채삼거리

~

문현삼거리

•방어진순환로의 중심을 남북으로 연계
•포산 구릉지와 시내 경계, 스카이라인, 저
수지 등 양호한 조망경관

•공공용 시설이 다수 입지
•산록 주거지역의 보행로 개선이 필요

•도로변 옹벽 및 도로 시
설물 개선

•안전한 보행로 및 등산로
진출입구 정비필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

울산과학대
입구

•울산과학대와 일산해수욕장 연계, 상가
집지역(재래시장 및 일반상업지역) 

•도로양측 노상주차장 이용, 공동주택, 근
린공원 등 성격혼재

•대표적인 상업번화 구역
으로 시범거리 조성 검토

•대학진입로 특성을 최대
활용하고 일산해수욕장
과 연계한 경관사업 검토

문현로
(1,256m)

학문로
(930m)

문현삼거리~
명성오피스텔

•신 시가지 형성이 진행 중으로 가로경관
의 형성 미흡

•신시가지 이미지와 조화
로운 도로

•부속시설 디자인 필요

동구청
~

고늘사거리

•동구청, 보건소, 복지관 등 관공서 및 학
교 집 지역

•대송로와 교차되는 사거리의 경관개선
및 신호체계 개선 필요

•하부 상업지역 가로의 도로폭 협소 및 갓
길 주차 문제 개선 필요

•관공서 방문, 학교 통학
등 쾌적한 보행 공간 조
성, “걷고 싶은 거리”조
성 검토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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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아산로와염포로의교통체증해소및울산지역해안을따라울주군간절곶, 남구장생
포고래박물관, 동구일산유원지, 대왕암공원, 현대중공업, 북구강동으로이어지는해양관
광벨트구축

■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1973년 지정되었으나 보상협의 지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등으로개발이지연

●길이1.51㎞, 폭16~20m 도로확포장, 주차장, 편익시설, 화
장실, 샤워실등

●사업비268억투입, 2011월12월준공예정

●일산해수욕장의기능제고와이용객편의증진을위해기반
시설을확충하여매력적인관광지로의변모예상

■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1962년5월최초공원결정이후구체적인공원조성계획미

수립으로방치

●사업비1,310억원투입, 2015년완공예정

●총부지면적94만2,000㎡에해안산책로조성, 도로개설, 광
장, 기반시설 구축 및 테마광장지구, 운동생활지구, 해양테
마지구, 가족휴양지구, 울기등대지구로구분하여주제에맞
는다양한시설을조성하여매력적인공원으로변모예상

■ 슬도 소공원 조성사업
●그동안관리부실등으로주민불편민원이잇따른방어진항

앞의무인도슬도(瑟島:면적3,083㎡에연계교량및해양경
관보존을위한슬도내최소한의편의시설설치로인근대왕
암공원과일산유원지를연계한관광명소로추진

●사업비26억6,000만원투입, 2011년완공예정

■ 명덕저수지 수변공원화사업
●서부동 명덕저수지 주변 20만㎡, 50억원 투입 친환경적 산

림수변공원으로조성

●1단계(2010년) : 수변사책로 2,560m, 열린광장, 습지원, 전
망및휴식공간, 목교등

●2단계(2011년~) : 주차장, 육교, 횡단인도교, 취수탑전망대
등

●도심내지역주민의휴식과산책공간마련및울산대학병원
과연계한건강증진공간으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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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상징자원

1) 지역특산물
●동구의특산물로는주로수산물이많으며, 주전돌미역, 전복, 광어, 가자미등

자연산활어가유명하며, 공예품으로는목각장승이있음

2) 지역 상징물
●동구의상징물은다음과같음

- 구목: 곰솔8) / 구화 : 동백꽃/ 구조 : 괭이갈매기
- 심볼: 갈매기, 태양, 타원의조합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구분 로고 색상 로고 의미 요소 나무 꽃 새 캐릭터(이름 및 의미)

청녹/
광역시

적/흑
은행나무 배꽃 백로 해울이 고래

중 구 적/청/녹 대나무 벚꽃 학 - -

남 구 주/청/녹 은행나무 동백꽃 비둘기 타비 공업탑

괭이
동 구 적/청/흑 곰솔 동백꽃

갈매기
- -

녹/청
북 구

/주황
느티나무 참나리 산까치 차돌이 고래

주/녹/ 간절곶
울주군

연/청
은행나무 배꽃 비둘기 해뜨미

일출

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 상징자원

용,무룡산, 
가지산, 신불산

태양,태화강

고래, 천/지/인

갈매기, 태양

현대자동차
강동/정자해안
동대산, 무룡산

신불산, 가지산 등
울주군의 명산들

X

X

어종 성어기
광어 봄(4~5월), 가을(10~11월)

오징어 7~11월

가자미 사철

숭어 사철

도미 봄(4~5월), 가을(10~11월)

성게 11~3월(알이 찾을 때 채취)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어종 및 성어기

심볼 의미

갈매기는 21세기의 미래 지향적이
고 발전적인 이미지 표현

떠오르는 태양은 동구만의 진취적
인 기상
타원형은 구민의 삶의 터전과
화합된 단결을 표현

역사요소의 상징과 활용가능성

8) 동구지역보호수4그루모두가“곰솔”
로곰솔은검은소나무에서변한말

- 동구 주전동 484-2, 수령 300∼400
년, 높이22m, 둘레3.7m, 1982. 11월
지정

- 동구 주전동 121, 수령 150년, 높이
29m, 둘레3m, 1982. 11월지정

- 동구방어동328, 수령 1,000년, 높이
7m, 둘레4m, 1994. 12월지정

- 동구전하동1, 수령300년, 높이11m,
둘레2.93m, 2009.7월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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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대표 축제
●계절별개최되는동구의축제는다음과같음

●이중평생학습축제와울산조선해양축제, 다문화가정이함께하는무지개축제는울산광역
시타구·군과차별성있는문화축제임

4) 동면 8경, 방어진 12경
●과거남목목장을관할했던감목관(監牧官) 또는지역의문인이동구지역의아름다운경

치를바라보며칭송했던것으로추정되는‘동면8경’과‘방어진 12경’을소개하면다음
과같음

□ 동면(東面) 8경
①축암효종(竺岩曉鐘): 동축사(축암)에서새벽예불을드리기위해울리는종소리를일컬음

②옥류춘장(玉流春張): 동축사가자리잡은마골산과쇠평마을을잇는동대산골짜기의옥류
천에봄이되어얼었던계곡이녹으며들리는물소리와어우러지는아름다운봄의절경을
지칭함

③섬암상풍(蟾岩霜楓): 섬암은동축사옆두꺼비모양의육중한바위인관일대(觀日臺)로이
곳에서가을날이른아침산아래로내려다보이는서리내린숲의아름다운풍경을일컬음

④만승폭포(萬勝瀑布): 남목의서쪽편에있는불당골은그다지깊고산세가험준하지는않으
나아름답기로이름난곳으로옛사람들은만승곡(萬勝谷), 승동(勝洞)으로불 으며비록
폭포물줄기는가늘고수량이풍부하지않으나주변경관과어우러져절경을이루는곳임

⑤안산망해(案山望海): 현재현대청운고교뒷산인안산에서바라보는아름다운해안경관으
로과거안산아래는옥류천과비석골천, 만승골천의개울물이만나는합수지점이었고이
곳에서바라보던미포만은가히절경이었을것으로추정됨

⑥낙화백사(落花白沙): 미포동의서편입구에있었던낙화암아래편의백사장을가르키는말
로과거낙화암은물빠져죽은한기녀의사연과더불어기녀의붉은치마가발견된바위
는‘홍상도’로, 푸른비단저고리옷소매가발견된백사장은‘녹수금의’로불려졌으나현재
는개발로인해사라지고없음

⑦유정만선(愉亭晩蟬): 현재의한국프랜지공장으로추정되는곳으로과거이곳에는길게강
둑을따라미루나무가심겨져있었고여름철저녁원두막에서앉아매미소리를감상하던
모습을일컬음

⑧촉산낙조(矗山落照): 촉산은동부동감나무골앞옥류천변으로관일대에서내려다보이는
들녘에솟은높은언덕정도로해발150m에불과한낮은산이지만수려한산세와저녁노
을이어우러져절경을이루었음

대왕암 벚꽃,
해송음악회(3-4월)

동구 팽생학습축제(6월)
울산조선해양축제(7월)

무지개축제(9월)
동구문화축제(10월), 
구민화합생활체육대회(10월)

대왕암 해맞이 축제(1월)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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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진 12경
①화암만조(花岩晩潮): 방어진의 서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해안마을인 화암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많아해가떠오를무렵만조를이루었을때파도와어우러져아름다운절경을이
루었음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9) 이유수, 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
1986 / 한석근, 남구문화창간호, 울산
남구문화원, 2002 / 장세동, 울산동구
지명과 문화이야기, 울산동구문화원,
2007 참조재구성

동면8경과 방어진12경 위치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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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슬도명파(瑟島鳴波): 현재방어진항의외항에위치한바위섬인슬도는그형상이거문고를
엎어놓은듯하고파도에부딪칠때면구슬픈소리가들린다고전해지고있음

③마성방초(馬城芳草): 과거동구관내전역은넓은목장으로사용되어목초지의비옥한토
양에자란온갖들꽃이지천으로피어있었다고전해짐

④용추모우(괟湫暮雨): 현재의대왕암공원동쪽끝머리에는많은바위무리가있는데그중
에는용의전설을지닌용굴있으며이곳에석양노을과이슬비가어우러져나타나는환상
적인경치를일컬음

⑤어풍귀범(御風歸帆): 일산만고늘어풍대에서보이는아침저녁으로만선의꿈을안고오
가는배들의모습을일컬음

⑥안헌창송(案獻蒼松): 동면팔경의안산망해를읊은곳과같은지점으로안산에서낙화암쪽
을바라보면흰눈같이쌓인눈부신뱃사장이보이고안헌창송은안산의울창하게자란
송림의짙푸른모습을읊은것임

⑦유정만선(愉亭晩蟬): 동면8경과동일

⑧촉산낙조(矗山落照): 동면8경과동일

⑨섬암모운(暹岩暮雲): 동면8경의섬암상풍과동일하며, 저녁석양노을과어우러진풍경을
일컬음

⑩옥동청류(玉洞淸流): 동면8경의옥류춘장과동일

⑪승동청화(勝洞淸花): 남목에서염포로넘는고갯마루를승동이라부르며이고갯마루주변
골짜기는항시기화요초가피고지는천수백화(天樹百花)의서식지로알려짐

⑫망양조하(望洋朝霞): 남목고개마루인승동에서염포만을바라보면아침노을햇살에반짝
이는넓은포구의아름다운경치를일컬음

●현재‘유정만선’, ‘낙화백사’, ‘안산망해’, ‘망양조하’등은공업지역의입지로‘마성방초’
는주거지개발로인하여사라졌으나나머지경관은체험이가능함

관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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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위및관련계획검토
●동구와관련있는상위및관련계획을조사·검토하여이전에수립된계획의방향에위배

됨이없도록구상하고실현가능한사업으로추진하기위하여, 체계적이고단계적인접근
을위한타당성을확보하고자함

가.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 11)

기본목표
●첨단지식기반산업도시

●도농통합형광역도시

●환경친화적생태도시

발전방향
●자동차,조선,정 화학,환경산업중심의지식기반산업도시건설(조선

해양산업세계적주도산업으로육성, 혁신적R&D 종합지원)

●도농복합형광역도시공간구조의구축(방어진권은조선해양산업기능)

●삶의질향상을위한문화·복지여건의조성

●환경친화적생태·안전도시육성

●자치역량강화와지자체간협력사업의추진

나. 2021 울산도시기본계획(2002.12)

기본목표
●첨단산업구조로개편

●국제기능확충

●관광휴양기능확충

●다핵화와기능분산

●신산업기능도입

●서비스기능강화

●환경친화적계획개발

●삶의질제고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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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
●하이테크산업도시

●국제무역·물류거점도시

●산업·문화관광도시

●도농복합기능도시

도시공간구조
●1도심4부도심, 5지역중심

□ 수변경관특성강화
●해안경관보전을위한대책강구

●해안선에대한경관및미관지구지정을통한자연과조화된개발을유도

●자연경관조망을위해조망시설(전망대) 설치및조망권확보

●산책로, 드라이브코스등의개발을통하여시민들의여가활용의장으로이용

□ 주요조망점 개발 및 경관조성
●울산시가지를조망할수있는명소를발굴하고조망시설을설치

●울주군문수산, 간절곶, 남구은월봉, 동구염포산, 울기공원대왕암, 북구무룡산, 신명해
안

●울산시가지를조망할수있는명소: 문수산, 은월봉, 염포산, 무룡산등

●산업문화를조망할수있는명소: 염포산, 무룡산, 문수산등

●해안경관을조망할수있는명소: 울기공원대왕암, 간절곶, 신명해안등

다. 제4차울산광역시관광개발계획(2007.5)

기본목표
●울산의특화된산업자원의활성화

●21C관광화두인‘보는관광’에서‘체험하는관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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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특성을살린체류형관광문화육성및코스개발

●내수관광수요와이용객유인을위한관광단지개발

●관광이미지및서비스개선

개발 구상
●3차계획과의유기적연계성을고려권역별자원특성을고려한모든관광기반

시설 및 서비스 시설이 집중된 울산관광거점을 중심으로 각 자원별 부거점을
조성, 이에따른유기적연계방안을수립하여종합적인진흥계획수립

●해양관광권부거점(주전, 일산)

●산악관광권부거점

●산업관광원부거점역사문화적부거점

라. 울산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2001.8)

1) 방어진 지구

기본방침
●방어진공원의조망거점화

●위락, 유원지기능강화

●친수형어항으로개발

시책내용
●염포산조망스카이웨이, 전망대설치(레스토랑, 공원시설)

●일산유원지의전망프롬나드(중앙광장)

●대왕암공원정비(해송림의보전, 산책로정비)

●동진지구의해안산책로, 전망공원화

●방어진항의정비(공원, 광장, 수변상업공간)

●건축물에의한해안선차폐방지(건축물높이, 건축선후퇴, 조경위치등지정)

●수변에입지한공장의해안선(수제선) 확보후시민에게공개

2) 주전 지구

경관특성과 과제
●그린벨트지역

●해송림이폭넓게분포하고바위가많은자연형해안

●무계획적개발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울산도시경관 종합기본계획상의 동구

001-056울산보고서1,2장  2010.3.25 5:38 PM  페이지45



46

기본방침
●수변공간의디자인

●자연형해안의보존

●배후녹지(해송림의보존)

●여가공간으로정비

시책방향
●해변의무계획적건물신축억제(개발계획수립)

●국공유지활용계획(쌈지공원등)

●자연환경보존지구로지정

●산책로, 조망공원조성

마. 2021 새로운울산의비전(울산중장기발전수정계획)

기본목표
●경쟁력있는 로벌산업도시

●인간존중의정주도시

●친환경 로벌생태도시

●매력있고창조적인교육문화도시

●신뢰받고봉사하는시정부

해양항만개발권

□ 목표
●Multi-Purpose Marine Hub(MMH) 조성: 해양복합기능확충을통한해양중심도시

□ 추진전략
●신항만건설등항만기능강화/ 항만인프라와배후산업단지와의연계활성화

●해운·항만서비스기능강화/ 해양고래테마관광육성및도심친수공간조성

●해양생태보전및연구

□ 추진과제
●해운·항만(환동해권해운·항만·물류허브건설)

●해양조선(최첨단조선해양선박건조기지조성)

●해양관광·해양생태(해양테마관광사업추진)

●해양친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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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구권역별중장기개발계획(2008.12)

배경
●관광수요의급증과관광형태다변화

●관광시장확대에따른관광인프라확충필요

●울산의해양관광발전을위한핵심계획필요

목적
●울산시민과관광객수요에대응하는공간계획수립

●주거, 상권, 레저등이복합된레저도시모델제시

●동해안권관광거점확보와차별화추진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권역별구분 사업수 사업명 비고

울산광역시 동구 권역별 중장기개발 사업계획

대왕암
공원권

13개사업

1. 대왕암 해저월드 로드관 건립
2. 방어진항 친수공간 조성
3. 슬도소공원 조성
4. 수산 종묘 매입ㆍ방류 사업
5. 고래체험장 조성
6. 가족체험형 바다낚시공원 조성
7. 상진, 꽃바위항 주변 친수공간조성
8. 일산어촌 어항 복합공간 조성
9. 일산진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10. 일산유원지 공공시설 확충사업
11. 고늘지구 조성
12. 다기능 종합어항 조성
13.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
☆
○
○
○
○
☆
○
○
○
○
○
○

도심방어진
공원권 9개사업

1. 구민문화회관 건립
2. 봉수테마전시관 설치
3. 명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4.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건립
5. 도심시민(화정근린)공원 조성
6. 동구 디자인거리(대학길) 조성
7. 도심가로변 녹화사업
8. 울산대교 및 염포산 터널 조기개설
9.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
☆
○
☆
○
☆
○
○
☆

쇠평
주전마을권

10개사업

1. 해상 스킨스쿠버 연습장 조성
2. 주전항 친수공간 조성
3. 남목~주전간 도로개설
4. 주전고개(GB)생태관광지 조성
5. 골프장 조성
6. 승마장 조성
7. 옥류천 가족휴양지 조성
8. 주전 바다목장 조성
9. 주전 수산물 직매장 건립
10. 주전마을 도시계획 재정비

계 32개사업 기존사업○: 19개, 신규사업☆: 13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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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대왕암공원권: 대왕암공원, 방어진항과주변해안, 일산유원지일대

●도심·방어진공원권: 방어진공원, 도심

●쇠평·주전권: 쇠평마을, 주전마을

사. 울산광역시경전철

●2008.10: ‘울산도시철도1호선기본계획’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 확정

●2009. 2: 노면경전철설치잠정유보

- 정부의녹색뉴딜사업및울산서부권개발, KTX울산역에대응하여BRT를우선추진
하기로결정(KTX울산역~굴화7km)

- 기존시내및좌석버스보다정류장수를대폭줄여주요거점을빠르게운행하는‘급
행버스’를도입하고남동구, 중동구, 중북구노선등3개노선을검토하기로결정

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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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문조사

가. 개요

1) 조사목적
●울산광역시동구의대표경관자원인지도, 도시이미지, 특화사업, 상징물, 거주여건등에

대하여공무원및지역주민400명을대상으로의식조사를실시함

●이에대하여, 각항목별로연령별, 직업별, 지역(동)별로교차분석을실시하고, 이를기반
으로기본계획방향설정, 공공시설개선, 캐릭터개발, 슬로건마련등을위한객관적인분
석을갖춘기초자료로활용코자함

2) 조사방법
●조사대상: 20대이상울산광역시동구에서거주하거나근무하는지역주민400명

●조사기간: 2009. 6. 19 ~ 2009. 7. 7(19일간)

●조사방법: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방법 사용“(주) Research & Survey 여론광장”
분석의뢰

●분석방법: SPSS WIN 12.0통계처리프로그램을이용한빈도분석, 교차분석사용

●최종분석자료: 336부(부적합한질문지64부제외)

3) 조사내용
●울산광역시동구의대표경관자원에대한인지도

●울산광역시동구의현재, 미래의도시이미지

●도시디자인및시설물에대한주민의식

나. 설문조사결과

1) 설문대상자
●설문조사대상자의성별은남성이40.5%, 여성은59.5%이며연령대는30대와40대가가

장많았으며, 전체적으로고른연령대의분포를나타냄

●거주지역의경우방어동과남목2동(서부동), 화정동이가장많고, 전체적으로고른분포로
조사됨

●직업은공무원(41.0%), 주부(27.2%), 기타(10.5%), 회사원(8.3%)의순임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001-056울산보고서1,2장  2010.3.25 5:38 PM  페이지49



50

2) 경관자원 인지도
●구대표적경관자원중에서문화재에대한조사를실시한결과울기등대구등탑(25.7%),

봉수대(25.4%), 동축사(21.7%), 남목마성(16.0%)의순임

●대표경관자원에대한자연경관조사에서는대왕암(28.8%), 주전몽돌(25.2%), 일산유원지
(14.0%)로나타남

●산업시설및주요건축물에대한경관자원에대한조사결과현대중공업(31.3%), 현대예술
관(15.4%), 현대미포조선(15.0%), 울산과학대(13.0%)로순으로조사됨

●지역대표축제는대왕암해맞이축제(28.5%), 구민화합생활체육대회(12.7%), 울산조선
해양축제(12.5%), 대왕암벚꽃해송음악회(12.2%)의순임

3) 현재 동구의 도시이미지
●현재동구의대표적이미지에대한동구시

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산업도시
(33.1%), 해양관광레저도시(15.9%), 문화예
술도시(12.3%), 복지도시(11.9%), 생태환경
도시(1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항목으로는 농어촌 복합도시와 산의 도시
라는의견이있었음

4) 미래 동구의 도시이미지
●미래의 동구가어떠한 도시가되었으면 하

는지에 대하여 동구시민들의 의식을 조사
한 결과 문화예술도시(20.4%), 해양관광레
저도시(17.9%), 생태환경도시(17.8%),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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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12.7%), 복지도시(12.4%)의 순으로 조
사됨

5) 동구의 전반적 도시경관
●동구의전반적 도시경관에 대한의식 조사

결과보통(51.7%), 좋은편(28.7%), 나쁜편
(13.9%), 아주좋음(3.0%), 아주나쁨(2.7%)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3.15로
대체적으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됨

6) 매력적 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우선 개선사업

●동구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필요한개선점에 대하여조사한결과 유원
지 및 대왕암 공원의 특화(16.2%), 녹지와
수변등자연경관을보전(13.3%), 무질서한
간판이나 옥외광고물의 정비(13.1%), 보행
자도로, 자전거도로의정비(10.8%)의순임

●또한 기타항목으로는 대학설립, 도로망정
비개설, 시민공원, 일산해수욕장주변환경
개발, 화정동재개발지역의빠른철거요망
등의의견이있었음

7) 거주여건이 가장 좋은 동
●동구에서 거주여건이 가장 좋은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남목2동(서부
동)(18.9%), 남목1동(동부동)(15.4%), 전하2
동(전하동)(12.9%), 대송동(12.7%)의순으로
선호도가조사되었음

8) 거주여건이 가장 열악한 동
●반면동구에서 거주여건이 가장열악한 동

은 방어동(22.6%), 일산동(21.8%), 화정동
(19.6%), 남목3동(주전동)(13.7%)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9) 방문객에게 소개하고픈 장소
●외부에서 손님이 방문하 을 경우 소개하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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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픈장소에대한의견을조사한결과대왕
암공원(29.1%), 주전해변일원(27.7%), 현대
중공업(13.7%), 일산유원지(11.2%)의순으로
나타났으며기타항목으로는현대예술회관
이있었음

10) 구 대표 상징물
●동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조사결과

선박(조선)(30.6%), 용(대왕암)(28.6%), 고래
(포경)(21.9%)의순으로현재의시설물또는
추진계획에 관심도가 높았으며, 과거의 요
소인말(목장)은3.9%로인지도가떨어짐

11) 구 방문 기념품
●손님에게 동구를 방문한 기념으로 선물을

마련할 경우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한결과대왕암조형물이21.5%로가장
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특산물-돌미역
(21.3%), 배모형 조형물(18.7%), 고래모형
조형물(15.1%), 동구사진 달력(11.6%)의 순
으로나타났음

●기타항목으로는돌고해인형열쇠고리, 동구
사진엽서, 몽돌, 손거울, 열쇠고리(경관사
진), 해안전경등이있었음

12) 공공시설물 저채도색상 사용
●최근동구에서공공시설물을가로배경색이

나가로수와유사한색을사용하여배경경
관이 잘 보이도록 저채도 색상으로의 통일
을검토하고있는데이에대한의견을조사
한결과 보통(43.3%), 좋은편(36.8%), 아주
좋음(10.7%), 나쁜 편(7.7%), 아주 나쁨
(1.5%)의순으로나타났음

●평균은 3.48로 저채도 색상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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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래 동구 특화사업 타당성
●2015년완공예정인울산대교및염포산터

널건설과연계하여미래동구의특화를위
해그추진의타당성이있다고생각하는사
업에대한 의식조사결과 일산유원지 본격
개발(27.6%), 울산타워건립(22.1%), 조선역
사박물관 건립(18.8%), 고래생태체험장 건
립(18.4%), 디자인거리 조성사업(12.3%)의
순으로조사되었음

●기타 대왕암공원 해맞이, 방어진항 개발과
특화, 주전몽돌특화등의의견이있었음

14) 야간 경관조명 설치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경우 가장효과가

클것으로생각되는지역을조사한결과대
왕암공원(27.5%), 일산유원지(25.1%), 주전
해안(15.9%)의순으로조사되었음

●그외의기타항목으로는남목입구, 염포산,
육교또는동구관문, 주전해안을오가는길
목, 벚꽃길, 학교앞의의견이있었음

15) 기타 도시디자인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기타도시디자인개선에대한건의의견으로는보행자도로와자전거도로정비, 도로안내

표지판, 간판과광고물등의통합정비, 전체적인가로환경개선과디자인정비, 노인복지
시설의부족과염포산터널통행료징수부적절함, 동구를대표할선박, 자동차, 조형물등
의설치, 가로변도시녹화와친환경녹색동구만들기, 주택정비, 전체적경관계획의수립
과예산편성, 전문적인력양성과투자, 주민참여를위한법제화등이있었음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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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황분석종합

가. 현황분석종합

●울산광역시동구의각자원별현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주거지역 상업업무 공업지역 공원/녹지

일
반
현
황

·부산, 경주, 포항 50㎞,
일본과 180㎞, 9개동

·공동주택 거주민 80% 
·총면적 35.77㎢ (시의
3.38%)

·’07~’08년 인구이동사
유:주택부족

·총면적 35.77㎢ 중 개발
제한구역 37%, 나머지
가용토지 중 녹지65%,
공장 18%로 개발가용지
부족

·총인구 17.6만, 총세대
6만

·주택보급율 : 96.9% 
·하수도보급율 55.1%
·명덕, 방어진 일원 외국
인 다수거주

·산업구조
: 2차 64%, 3차 35.8% 

자
연
경
관
자
원

·마골산, 봉대산, 염포산
의 산지축으로 울산시
가지와 시각적 단절

·경관조망점으로 활용도
높음 (울산공단야경 및
산지 조망) 

·지방2급 4, 소하천 4
·미포천, 일산천은 대부
분 복개

·주전천, 운곡천은 양호

·전체해안선 약 39㎞ 중
67% 공단

·이용가능한 친수공간 부
족 하나 울산12경인 대
왕암, 주전해변 보유

·생태 1등급지 : 대왕암,
주전 일부지역 해당

도
시
경
관
자
원

·주거유형혼재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의 완충공간필요, 커뮤
니티공간부족

·입지별 특성 부재, 불법
광고물다수

·장방형 형태로 주거지
역, 공업지역과 연접(상
업경관연출 곤란)

·무채색 긴공장동, 담장
등으로 해안으로 조망권
차단

·대형크레인 노출로 위화
감 조성

·지역전체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심
내부에서 이용 가능한
공원 및 녹지공간 부족

도로 교량 및 터널 항만/유원지 문화시설
도
시
기
반
시
설

·환형형 방어진순환도로
및 남북방향 봉수로에
의존적

·동서방향 간선도로, 염
포산 터널과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필요

·대왕교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
널(2015년 완공 예정) 

·전망공간 조성필요

·일산유원지 개발지연
·어항 및 항만시설의
TTP 설치시 해안조망
차단

·명덕지구 문화관련시설
다수입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을 위한 다양한 공간
조성 모색 필요

지명 역사 건축물 동면8경, 방어진12경
역
사
문
화
자
원

·현재 가로명으로 일부
존재

·과거의 장소 및 기억을
공유, 전승하는 방안 모
색 필요

·목장, 포경, 조선제조업
관련 역사성 홍보필요

·지역내 고건물, 아름다
운 건축물 조사를 통한
관광 자원화 개발

·과거의 경관자원 복원
및 새로운 동구 8경
조성

심볼 특산물 축제 기타
지
역
상
징
자
원

·동구만의 캐릭터 개발
필요

·심벌의 재디자인 필요
· 로벌화및상품화고려

·주전돌미역, 전복, 자연
산 활어 등의 명품화를
위한 관리 및 연구필요

·동구 특화 축제인 무지
개 축제 홍보 및 활성화
필요

·조선해양축제의 규모확
대필요

·상위계획에 의한 조선,해
양,항만 세계도시로 추진
방향 모색필요

구분 위치 / 행정구역 토지이용 인구/세대 기타

지형, 산지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자연생태적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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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OT분석

●울산광역시동구의현황분석을통한강점(strength)과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와위협(threat) 요인을찾아내고이를토대로도시디자인전략을수립하고자함

- SO전략(강점-기회전략) : 기회요소를활용하기위한강점을적극활용하는전략
- ST전략(강점-위협전략) : 도시발전을위협을회피하기위해강점을사용하는전략
- WO전략(약점-기회전략) : 약점을극복하거나제거함으로써기회를활용하는전략
- WT전략(약점-위협전략) : 위협을회피하고약점을최소화하거나없애는전략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내
적
요
소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조선제조업 경기 악화,
지역 상권 침체, 재개발 사업 중단

·가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제도 및 법제 미흡

·모기업 중심도시라는 고정관념으로 관심 및
지원 미비

·도시디자인에 관한 관심 고조 및 법제마련
·울산 전역의 고래테마 관광개발 계획 수립
·각종 개발 사업(울산대교, 대왕암공원, 일산어
촌어항 복합공간조성 등)계획 실행

·국책 녹색 뉴딜 사업 구상 지시

외
적
요
소

·지형적 원인으로 울산시와 시각적 단절
·단일 도로(방어진순환도로)에 교통량의존
·주거, 상업, 공업지역간 완충공간 부족
·주거지역 협소 및 주택부족으로 인구유출
·특색있는 로고 및 캐릭터 개발 부재
·지방재정 여건 왜소 및 수익사업 부족

·조선업 세계1위, 외국인 다수거주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지

·동구 권역별 중장기 개발계획 기수립
·타구군에 비해 지역내 문화시설 다수
·울산12경 중 2개소 지역내 위치(대왕암, 주전)
·역사 문화자원의 특수성 잔존

위협요인 기회요인
SWOT 분석

WO전략 WT전략

강
점

·경관디자인 및 특화가로 조성으로 조선강국
및 세계 도시로 홍보

·울산시 고래테마관광 개발과 연계한 고래생태
체험장 특화 추진

·국가, 시추진 개발 사업과 연계한 동구의 권역
별 중장기 개발 계획 네트워크화

·조선박람회, 국제심포지엄 유치구상등으로 경
기 회복을 위한 국제관심유도

·가로시설 정비, 통합을 위한 선도적 정비사업
추진 및 제도개선 노력 실행

·역사문화자원 및 지역문화시설, 다문화가정 등
을 테마로 상징공간 연출 및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이미지 개선

약
점

·체계적인 경관디자인계획 수립으로 지역간
완충공간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국가, 시 추진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
수익사업창출 모색

·울산 전역의 고래테마관광개발 계획에 부합하
는 로고 및 캐릭터 개발 추진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지역 상권침체 및 울산
시와의 시각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상징물
조성 추진

·가로시설물 정비 통합으로 예산 절감 도모
·선박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 및 특징을
기반으로 한 로고 및 캐릭터 개발 추진으로
기념품 및 관광상품 개발 추진

SO전략 ST전략
구분 기회 위협

약점요인 강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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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구상설정

가. 비전설정및캐릭터구상

1) 비전설정
●앞선현황분석, 상위및관련계획검토, 설문조사등을종합한결과2025년까지울산광역시

동구의도시비전을“아름답고살고싶은체험형해양문화도시”로선정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4대실천목표를설정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고자함

현황 종합 분석에 의한 주요 실천 과제
●산업적특징을극대화하여세계적인해양도시로긍지와위상을갖춘다.

●지역의정체성을담은체험형관광상품을개발한다.

●일상공간의가로시설물은통·폐합을추진하여배경이되는자연, 기업, 주민을부각시킨다.

●선택과집중으로테마가있는거리, 지구를조성하여매력과활력있는도시를만든다. 

●지역의자연, 문화, 역사경관을보전·홍보·창조한다.

●거주외국인, 다문화가정의정착지원및문화교류공간조성으로국제교류도시로거듭난다. 

●지역주민, 기업, 전문가와함께지속적인도시만들기를추진한다.

2) 구 캐릭터 개발 추진(안)
●현재울산광역시의구·군중에서캐릭터가없는지자체는중구와동구임

●울산광역시동구의과거, 현재, 미래를대표하고지역내타구군과차별화되면서울산전
역이고래도시로의위상과인지도증진을위한네트워크화를추진하기위하여

●구의 역사와 관련된 말, 선박(조선), 고래를 주제로 한 캐릭터 개발(2010년 추진예정)로
지역별특화및상품으로개발을추진하고자함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디자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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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나. 4대실천목표

1) 세계로 나아가는 로벌 해양관광도시

국가 경제 바로미터의 자부심 함양
●울산광역시동구는2008년도기준국가산업단지내조선부문세계1위, 4위의현대중공

업, 미포조선을비롯한조선및기타제조업종이위치한명실상부한우리나라산업·경제
의중추도시임

●그러나편중된2차제조업종과과거의국가주도형경제논리에우선한도시계획으로는
상위및관련계획에서언급하고있는환동해권, 동남권의해양관광도시로성장하는데한
계점을가지고있으므로

●미래동구는2차제조업중심도시에서조선관련첨단기술개발및연구인프라구축, 해양
관광산업등의3차산업육성을통해, 관계자를비롯한주민스스로가긍지와자부심을느
낄수있는 로벌해양관광도시로변모를지향하고조선국제심포지엄, 국제조선기술
박람회10) 등의국제행사를유치하여 로벌도시로의위상을확보하여야할것임

●또한이용가능한13㎞의친수공간의보전과정비뿐만아니라해안에면한기업의일부해
안선을확보하여주민에게공개하는방안을검토하는등동구의다양한해안을관광자원
화하고

●현재의독립적, 점적형태로산재해있는관광자원들을연계하여관광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되가족단위의방문객유치와지역내체류시간을늘리는방안을모색하여지역
경제활성화를도모해야할것임

■ 필요 선도사업
●국토해양부의마리나항만개발계획에따라일산항에2015~2019년까지273억7,800만원

의사업비를투입해100척규모의레포츠형계류시설을갖춘마리나항으로개발이예정되
어해양관광도시로의기반을더욱다지게되었음

●국외해양관광도시선진사례를살펴보면선박박물관, 고래체험장, 타워, 마리나항, 국제회의

구분 상징성 선정사유 활용 구상 관련 이미지
말

방어동, 주전일원
고래생태체험장,
해양관광자원 특화

조선시대
500년간
목장지

남목일원 승마체험장,
역사탐방로(남목마성), 
관내순찰, 관광마차운

선박
현 재
희 망
세 계

세계 1위, 4위
조선제조업
관내입지

명덕서부동일원 선박박물관,
세계조선해양축제 및
박람회개최, 마리나항

고래
미 래
자 연
체 험

포경 근거지
고래 회유지
상위계획 반

과 거
전 진
질 주

구 캐릭터 선정 및 활용 구상

*세계5대조선박람회
- 노르웨이조선선박전시회
(NOR-SHIPPING)

- 그리스선박조선기자재전
(POSIDONIA)

- 독일조선기계마린산업전(SMM)
- 중국상해선박및조선기자재전
(MARINTEC CHINA)

- 부산국제조선해양산업전
(MARIN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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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등상징적거점시설이위치하
고있고신교통시스템으로타지
역과연계성을높이고있음

●특히일본의경우90년대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SOC(사회간
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을 도모했으나 오히려 교통이
편리해진지방도시주민들이인
근대도시로몰려들면서지역경
제가몰락하는현상이발생했음

●이후2000년대의일본정부는SOC 투자를대폭줄이고민간자본에의한도심개발정책을
중점적으로추진하여지역내에새로운랜드마크(건물, 공원, 문화시설, 쇼핑시설등)를갖
추어외국인관광객들이찾는명소로자리잡게되었음

●따라서이러한시설의입지를위해적극적인민자유치를도모해야할것이며민간에는대
폭적인규제완화를고려하되개발이익은임대주택, 공원, 문화시설로환수하여도시의경
쟁력을강화해야할것임

<울산타워건립(안)>

●최근건축기술의발달로초고층건물의건설이일반화됨에따라조망시설로의타워의매
력도가감소하고있는추세로타워라는물리적인시설에치중하기보다는다양한이벤트와
전시, 공연등의행사가가능한복합적기능으로개발되고있음

●타워의국외사례로는CN타워(캐나다: 555.3m), BT타워( 국:
189m), 동경타워(일본: 333m), 에펠탑(프랑스: 312m) 등이있고
국내에는서울남산타워(236.7m), 대구우방타워(202m), 양산타
워(160m), 부산용두산타워(120m) 등이있으며2013년에는높이
570m의인천타워가완공될예정임

●울산12경의하나인공단지역야경조망은물론울산의아름다운
산과바다, 시가지가한눈에바라보이고2015년완공되는울산대
교를감상할수있는염포산자락화정산에주민의공동체의식결
집의 상징, 시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타워의 건립을
계획중에있음

□ 관련사례
●선박박물관의 국외 사례로는 노

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프람박물
관과일본오다이바해양박물관,
요코하마 마린타임 뮤지엄 등이
있고 국내 사례로는 거제조선테
마파크(2009. 5준공, 총사업비
230억원, 연면적 4,848㎡, 2층)
가있음

해양관광도시 선진 사례(일본)

선박박물관 선진사례

울산타워 가상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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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 현 추진사업

<고래생태체험장>

●현재 울산광역시 전역이 고래를 테마로 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각구·군에고래관련시설의건립이추진및계획중에있음

●동구지역의경우는대왕암공원내울산교육연수원부지를활용한
고래생태체험장의건립이포함되어있으며이와관련한사업성검
토에대해2010년세부용역을추진할계획임

2) 비움과 통합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여유도시

거주 및 보행 환경의 질적 향상 추구
●관리주체및개별법으로인한가로시설물의난립은정보과다로인한시각적혼란, 보행공

간잠식으로인한통행불편및안전사고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지속가능함이란미래세대의가능성을제약하는바없이현세대의필요와미래세대의필
요가균형을이루는것으로, 무분별한개발과자원의파괴가아닌최소한의개발을지향하
여후세들을위한공간적으로여유로운도시로구상·관리되어야함

●따라서일상적인가로공간의시설물을통합·정비하고쌈지공원을조성하는등, 가로환경
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쾌적한거주및보행환경을제공하여주민의일상생활에있어어
메니티향상을지향하며

●특정거리및공간(디자인시범사업지구)의경우는선택과집중으로테마와특징을적극적
으로살린디자인으로유도하여활기와매력을증진하고자함

■ 필요 선도사업
●각종도시시설물가이드라인마련및이와관련한교육, 홍보, 배부

●디자인시범사업지구지정및테마특화연구

●옥외광고물, 색채, 야간경관가이드라인연구

□ 관련사례
●일본, 국등의선진지가로시설물을살펴보면대부분무채색또는저채도의색상을사용

하고있으며, 교차로또는횡단보도의교통시설물은가로등및기타교통표지와통합한형
태로설치되어있음

고래테마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1

국 사례(가로등, 공중전화, 쓰레기통, 휀스, 볼라드 등)일본 사례(육교, 공중전화, 볼라드, 통합지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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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저채도, 저명도색상의가로시설물이색채에의해축소되어보이거나잘드러나지않
음으로해서지역의배경이되는자연경관과건축물을돋보이게하는방법이라할수있음

□ 현 추진사업

<버스승강장개선>

●2008년말까지동구의관내버스승강장은모두12종류의디자인으로주로원색에가까운
블루계열의색상을사용하고있었으며, 주변배경에비하여채도가높고지역특성과는어
울리지않는형태를지닌것이많았음

●2009년초이를개선하기위하여저채도저명도의색상으로시범도색하 고, 최종곰솔나
무색(암갈색)으로결정하여현재총94개소중78개소승강장의도색이완료되었으며, 나
머지승강장의경우는노후화로인한교체가필요하여신규로설치할예정임

●향후버스승강장이있는곳에함께설치된버스승강장표지지주는철거후승강장측면에
버스안내그림표지(Pictogram)를확대하여설치하고, 내부에노선안내를부착할계획이며

●버스승강장이없이표지지주만설치된곳의경우는지주도색및안내표지를개선할계획임

<사설안내표지통합>

●사설안내표지는공공또는민간시설물의주체가해당시설물을안내하기위해보도에설
치하는표지로서관공서, 학교, 종교시설등국토해양부지침이정한29종의시설물이주
요설치대상임

●그러나대부분이규격의다양성, 색상규정위반, 상업적광고문구삽입등으로인해시가
지가로경관을저해하고보행공간을잠식하고있어개선이요구되었음

울산광역시 동구의 현재 버스승강장 및 향후추진 계획울산광역시 동구 버스승강장 디자인 현황(2008년)

무분별한 사설안내표지 철거 통합(전, 후) 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설안내표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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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따라서이러한사설안내판의난립방지와개선을위하여2009년11월동구관내4개소에
사설안내판통합지주를시범설치하 음

●향후주민설문및도시디자인위원회의최종승인으로사설안내표지판의관리지침을확
정하고, 표지판규격통일화및통합지주로개선할계획임

<가로등및교통시설물도색>

●2008년말까지동구의관내가로등은모두12종류의디자인으로가로의구간별분위기와
다소어울리지않는색상및형태로설치되어

●2009년9월이를개선하기위하여동구의주간선도로인방어진순환도로및봉수로전구
간을곰솔나무색(암갈색)으로통일하 으며, 12월현재타기관협의및동의를얻어교통
시설물또한도색을실시중에있음

●향후교차로에설치된교통시설물의경우가로등과통합된형태의지주로개선할계획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지방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 집·배송단지 및 대규모 점포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철도사업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 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
지 등 관광명소

·「관광 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
관, 종합운동장 등)

·종합사회복지관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대사관, 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 13조
제 1항 제 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
병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서 당해
시설물이 500m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 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산업·교통분야
(10종)

관광·휴양분야
(7종)

공공·공용분야
(12종)

현행 사설안내표지 설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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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 간의 이야기와 공감이 있는 문화교류도시

문화유산의 보전, 문화 교류의 장소 마련
●현재동구에는과거의전설이깃든어풍대, 대왕암, 동축사, 국방시설인봉수대, 국립목장

남목마성, 해외교역의중심지 던방어진항등의장소가남겨져있음

●지역고유의역사문화유산의중요성에대한가치인식을바탕으로동구의문화환경적특
성을살리고시대변화속에서동구에축적되어온역사문화경관의보전계승을지향하여
세대간기억의공유와공감을위한공간의보전과창출을도모해야할때임

●또한거주외국인, 다문화가정의정착지원및자연스런문화교류의장을마련하여국제
문화교류도시로의문화적공감대를형성해나가야할것임

■ 필요 선도사업
●관내역사생태탐방로조성을통한지역역사자원의홍보및주민참여(답사단운 및문

화유산소개, 문제점및개선방안토의: 스토리텔링도보관광프로그램)

●관내외국인이다수거주하는명덕(전하), 방어진일원특화사업(명덕문화예술지구, 방
어진 로벌문화거리조성등)

<방어진 로벌문화거리조성안>

●2003년 조사된 울산 근대문화유산 목록
에 의하면 동구 관내에는 방어진 일원에
집중되어있으며11채의일식가옥을비롯
한다양한시설이잔존했었음

●2009년 현재 일식가옥은 9채 정도가 남
아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노후화로 철거
및 새로운 건물로 신축되었고 재개발이
예정되어 현재 남아있는 건물 또한 철거
가예상됨

●따라서재건축, 재개발시에는이들가옥에대한활용과다양한외국인이거주하는지역의
특징을살려각국의전통건축물로현거리의입면개선, 권장업종입점지원방안등을모
색하여침체된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해야할것임

●방어진테마거리구상시에는생태해양, 음식, 문화, 산업등의주제로외국인을위한공
간, 함께하는공간등의조성을우선고려토록함

울산광역시 동구 가로등 디자인 현황(2008년) 향후 계획

울산 근대문화유산 목록(2003.6) 방어동 일원 잔존 일식 가옥현황(200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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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개발테마>

- 생태해양관광(Eco Ocean Brand Tourism)
- 음식명품관광(Food Brand Tourism)
- 문화유산관광(Heritage tourism)
- 산업관광(Industrial Brand Tourism)
- 다문화복지관광(Social Brand Tourism)
- 구석구석생활관광(Lifestyle tourism) 

□ 관련사례
●역사생태탐방로사례로는제주의‘올레길’, 경기여주군의‘여강길’등이있음

●외국인거주지의문화공간사례로는서룽반포동서래마을(프랑스인마을), 이촌동리틀
도쿄, 인천차이나타운등이대표적이며, 안산시의경우2007년부터다수의외국인이거
주하는단원구원곡동일원에‘국경없는마을’을문화관광특구로조성을추진하여2009년
5월국내최초로지식경제부로부터다문화마을특구로지정되었음

□ 현 추진사업

<생태테마탐방로조성및아름다운바위100선출간>

●울산광역시동구는2009년희망근로사업을통하여방어진공원(화정산,
염포산, 마골산, 봉대산)일원의기존등산로와연계한생태테마탐방로를
조성하는사업을추진하여지역의역사와바위, 계곡, 골짜기를소개하는
안내표지를설치하고아름다운바위100선을지정하여책으로출간예정임

4) 주민이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주민창안도시

주민참여, 주민주도의 도시만들기
●지금까지도시환경에대한주민의식은개인공간에집착하고골목길같은공유공간에대해

서는무관심하여이웃과의관계가점차멀어져주거공동체의연대감이점차결여되는실
정임

●또한지자체의경우는대규모개발사업에치중하여주민의삶과실질적으로관련된사업
은우선순위에서 리고있으며대부분관주도에의해수립되어왔음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2006년부터시작된‘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은주민참여
를통한동네, 마을, 도시만들기사업을추진하여그규모는작지만주민으로부터큰호응
을얻고있음

●물론사업의계획과진행에있어전문가, 행정, 주민의의견이달라서로의생각을전달하
고이해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으나

●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일상생활공간의실질적인이용주체인주민이직접계획하고유
지하는시스템의마련이지속가능한도시만들기에기반이라할수있음

●따라서주민스스로가공감하고애착을느끼는참여분위기조성과개개인의다양한가치
관의조율을위한주민협의를적극지원함으로써, 인간미와애향심이넘치는동구만들기
를지향하고자함

생태테마 탐방로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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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선도사업
●우리마을테마사업

- 경관협정대상지지원을통한마을특화사업추진

●주택, 학교담장허물기사업
- 녹색주차및학교담장을허물어녹음이우거진마을조성

●한평공원, 공한지미화
- 이웃을느끼고삶을공유하며시설만들기보다는공동체만들기를지향

●자연부락경관특화
- 골목길에특색을부여하고지붕, 담장등에부수및도색지원

□ 관련사례
●서울수색동한평공원

- 매일쓰레기가쌓여있던도로모퉁이에도시만들기시민연대와주민들이함께만들어조
성한한평공원사례

●일본의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 운동
- 60년대주민들이철거재개발에반대하면서자신의주거환경을지키고자하는저항운동
에서시작

- 1960년대부터일본에서는마찌즈꾸리가도시계획을포함한광의적의미로사용
- 마찌즈꾸리의대상범위는생활공간으로인식되는 역
- 주체는시민, 주민, NGO, 기초지자체
- 지자체의마을만들기조례, 마을만들기지원실, 마을만들기시민재단등으로정책화

□ 현 추진사업

<표정있는농어촌마을만들기사업. 2008>

●주전해안변횟집안내간판및해안경관을가리는공공
안내간판을철거, 통합

●주민참여를통한통합안내간판디자인협의
- 주민협의5회(자치위원장및20인참여) 

- 디자인안토론, 위치선정, 마을표지석이전등

일본의 마찌즈꾸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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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02
기본계획수립

가. 기본방향

●울산광역시동구도시경관의구조적장점을특화하고단점을보완할수있도록조망대상
의경관관리를위한조망점설정및경관틀을설정하여그대상범위를설정하고

●이들대상에대해규제보다는시민, 관계전문가, 행정모두가공감대를형성하고지속적인
도시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하는데본계획의목적이있으므로

●경관관리및연출을위한야간경관, 색채경관에대해서는일반적지침을제시하고특정경
관중점관리구역에한해서만규제적지침을마련하여운 코자함

- 경관구조분석: 조망점설정및기준
- 경관틀설정: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중점관리구역
- 경관관리및연출: 야간경관, 색채경관
- 경관디자인지침: 규제지침(경관중점관리구역에한), 일반지침(도시관리를위한행정지도)

< 용어의정의>

- 도시경관 : 시각적대상으로서의공간환경만을뜻하는것이아니라문화적, 경제적, 생
태적, 심미적인차원의경관까지를포함한유무형의요소를가리킨다.

- 쾌적성(amenity) : 환경의미적가치, 안락함, 편리함, 즐거움등의총괄적매력을뜻한다.
- 정체성(identity) : 우리말의‘~ 다움’에해당하며도시환경으로볼때는그지역밖에없

는어떤특색, 분위기, 이미지를일컫는다.
- 조망점: 양호한경관자원이나도시의파노라마경관을관찰할수있는조망점을가리키

며, 그장소나대상이랜드마크적성격을갖는경우는조망대상이되기도한다.
- 조망대상: 조망지점에서보이는시각요소모두를조망자원이라하고그중일정한기준

에의해조망될가치가있는것으로산이나강, 바다등원경의자연요소내
지, 특징적형태나규모의건조물등이대표적이다.

- 경관관리: 민·관·학이 협력하여 다양한 가치와 모습을 지닌 경관 자원과 요소를 보
전, 복원및유지, 창조하는모든직간접행위를의미한다. 

-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 도시를평면상으로보았을때, 점적인주요경관자원이경
관거점, 선적인주요경관자원이경관축, 면적인주요경관
자원이경관권역이라하여계획시유형구분에이용된다.

- 스카이라인: 하늘을배경으로하여연속된산이나건축물군의외곽선을말한다.
- 경관시뮬레이션: 특정개발사업이주변경관에주는악 향, 즉경관 향을평가하기위

해실험적으로만들어내는모의경관으로모형제작, 사진합성, 컴퓨터
합성사진 및 동 상 등이 이용된다. 가급적 눈높이에서 촬 한 것에
합성하여제출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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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관구조분석

1) 경관유형 종류
●일반적인경관유형의분류는다음과같음

- 면적경관: 도시 스케일에서 지역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단위인 경관역(landscape
Zone)

- 선적경관: 녹지축, 수변축, 도시축등유기적공간단위인경관축(Urbanscape Spine)
- 점적경관: 경관인지의결정적지표가되는상징적이며, 대표성을지닌인공물과자연

물인경관핵(Townscape landmark) 등으로구분
●이들유형에따라동구지역의주요대상을면, 선, 점으로분류하면다음과같음

●경관구조분석의목적은일반적인경관유형분류중대경관및중경관에해당하는대상지를
분류하고그대상지의체계적인경관관리수준과목표를설정하기위한조망점을선정하여

●이를기준으로구체적인경관권역과경관축, 경관거점을지정하고이들지역의경관형성
목표및주요과제를제시하기위함임

●경우에따라서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이중복되는경우가있으며, 이러한중복지역의경
우는경관관리에있어매우중요한지점으로향후상세적인특정경관계획의마련이필요함

●또한이러한대상지역에서의사업시에는변화를예상할수있도록주요조망점에서촬
(가급적눈높이위치)한사진에합성한경관시뮬레이션을제출하여자문토록함

2) 조망점 선정 기준 및 지정

●조망점선정은울산광역시동구의경관구조유형화에따라우수또는불량경관을지닌
조망대상(지)의관리와지속적인정비를추진하고주요조망점에서조망대상에이르는조
망축에대해서는시각적개방감을확보하여조망기회의확대와경관을향상하기위한방
안을모색하기위해설정함

●경관평가를위한조망점은도로결절점이나광장, 공원등개방감있고통행량과이용이많
은지역과지형적으로높은곳에위치하여조망이양호한지점으로선정하 음

경관유형
종류 대상지

대경관 중경관
도심부 도심부, 도심/구릉지, 신도심 명덕, 남목, 재개발구역 등

면적경관 주변시가지 저층주택지, 고층단지, 산업단지 화정동, 일산동, 서부동, 방어동, 
공업지역 등

배경경관 주변산지와 해안, 항만, 하천, 녹지 등 마골산, 염포산, 봉대산, 화정산 등

경관축 도로축과 하천축 주전로, 방어진순환로, 옥류천, 주전천

선적경관 경관연계 스카이라인, 녹지네트워크, 남목 아파트단지, 화정, 염포, 마골산, 
문화네트워크 등 봉대산, 명덕전하일원 등

조망점 화정산 삼거리, 봉대산, 봉호사, 염포정 등

점적경관 경관거점 관문 남목정수장, 문현삼거리, 울산대교 접속부 등

거점 대왕암공원, 일산유원지, 방어진항 등

경관구조 유형화의 종류 및 울산광역시 동구 내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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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조망관리의수준과경관관리목표에따라조망점을유형화하면다음과같음

다. 경관권역설정

●일반적으로경관권역은동질적이거나유사한경관자원이넓게분포하는경우
에설정하는것으로주로관할구역이매우넓고, 다양한경관특성이혼재하는
경우에계획의편의를위해토지이용, 지형, 생활권등을고려하여설정함

●‘울산광역시경관계획’상의5개경관권역분류(도심, 산업, 해양, 산악, 농·
산·어촌)에동구는대부분이해양경관권역이고현대미포조선, KCC 등이위
치한공업지역일원일부가산업경관권역에속함

●이에울산광역시의전체경관계획방향에따른해양도시로특징을살리고자
치구의특성에부합하는경관관리를위한권역을세분화하여이들권역의경
관형성목표및주요과제를제시하고자함

1) 도심경관권역
●도심경관권역은동구관내의주거지역과상업지역전역을대상으로지정하며, 이중도심

내부에서동구의과거와현재를상징하는전통형의구도심남목일원과관내의문화시설
및업무시설이집중되어있는명덕일원은도심경관권역중중심경관거점으로이들지역
내에서의사업구상시에는‘울산광역시동구도시디자인위원회’의자문을거치도록함

주거지역

■ 형성 목표
●오래된생활문화가깃들어있는지역에서는역사적환경이배려된도시디자인이이루어

질수있도록역사적장소성을부각하고커뮤니티거점으로활용하여거주환경향상

구분 조망점 선정기준 조망점 지정 예시

이용 도가 높은 장소

대상지 주변 주요 지점
진입부 경관 주변 통과 도로상의
주요 지점

원경/중경/근경별
경관변화 예측 지점

불량 경관관리를 위해 설정

향후양호한경관형성을위해설정

양호한 경관 보존을
위해 설정

계획대상지 내부 주요 지점

우수 경관자원을 조망
할 수 있는 장소

주요 건축물 및 주요 지형지물 주변, 
문화재 주변 주요지점, 전망대(산봉우리,
파노라마 조망), 진입부 경관

주요 도로 및 교차로, 공원 및 광장, 이용
자 집 주요 시설(문화재, 상업시설, 
산책로, 하천공간 등) 

대상지 내부의 주요 지점

조망대상을 중심으로 거리별
조망지점 분배

조망보존을 위한 기준 조망점
(전략적 표준 조망점)
경관계획의 기준이 되는 조망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경관모니터링 기준점

조망점의 종류 및 기준

중심
개념에
따른
구분

경관자원
중심

이용자
중심

내부 조망점

외부
조망점

원경/중경/ 
근경
규제형
조망점

형성형조망점
관리형조망점

조망
위치에
따른
구분

조망점
활용에
따른
구분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의 경관권역도

울산광역시 동구 조망점 및 조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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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독주택및연립주택 집지역의경우에는휴먼스케일의가로경관형성에주안을
두고안정감있고차분한분위기조성

●이면도로(골목길)의경우담장허물기사업을통하여Green Parking 조성유도

●공동주택단지의경우는다양한높이로구성하여자연스러운스카이라인을조성하고마골
산, 봉대산구릉지에위치하는공동주택의경우는7부능선이하로시공권장

●또한단지내공개공지를개방하여주변의주거지와연계유도

■ 주요 과제
●남목초교주변지역의경관정비(옛남목관의역사성을체험할수있도록)

●남목일원의경우는전통형담장조성(예: 기와골특성부여)을권장

●도심보행네트워크를위한안전성확보및쾌적성에주력

●옥류로의보행가로정비(바닥포장, 스트리트퍼니쳐) 및공개공지내휴게공간마련

●남목삼거리주변옥외광고물및교통시설물정비

●관내유휴지및상시불법쓰레기투기지역한평공원조성

●공동주택단지의경우는녹색도시를위한친환경에너지단지로조성을검토

●방어진순환도로 현대청운고 앞 방어진순환도로에서 염포산으로의 7부능선 보호를 위해
재건축및재개발시에스카이라인및높이검토

●거대옹벽의위압감저감을위한디자인개선(울산광역시동구도시시설물가이드라인참조)

상업지역

■ 형성 목표
●상업, 업무, 공공, 문화시설간의보행네트워크연계및첨단조선해양특구로의위상과자

긍심함양을위해국제유명관광도시수준의가로경관연출

산악경관 연접권역 건축물 지침도(안양시) 공동주택용지 지침도(안양시) 연립주택 지침도(안양시) 단독주택지 가로환경 정비(경기도)

학교담장 개방 후 공원 조성사례

사례 :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태양전지모듈
적용 : 주택재개발 등 사업계획 시 권장

골목길 개선 및 한평공원 사례 그린파킹 사례

057-084울산보고서3장  2010.3.25 5:41 PM  페이지70



71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지역내각상업지역의개성을살리고활기있고매력있는분위기연출에중
심을두고디자인계획수립

●옥외광고물정비및야경특화

●주거지역에연접한경우완충공간조성검토

●특정경관계획수립

■ 주요 과제
●지역내재래시장의경관디자인개선

●대학길, 전하로, 방어진동진로등상업지역가로의특화

●동구의업무·문화중심권역인명덕지구상세특정경관계획수립

●주변공공및문화예술시설공개공지확보및연계를통한상업지역활성화

●특화거리를위한상업지역의개선시에는전선지중화우선실시후건물외관개선및옥외
광고물정비추진

●동구의상업지역특징인남북으로의길게늘어선상업지역의경우는가로형아케이드또
는차양(어닝: awning)설치검토

광교신도시 상업지역 조감도

간판개선 사례(서울 강남구) 가로형 아케이드 사례(일본 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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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경관 권역
●울산광역시동구의공업지역을중심으로하는산업경관권역에는긴공장동의외벽개선

과크레인등의색채및야간경관관리, 완충녹지조성에중점

■ 형성 목표
●주변과조화로운공업지역경관정비

●색채및야간경관계획수립을통한기업이미지개선및홍보

■ 주요 과제
●관내기업의진출입구상징성및인지성제고를위한기업체와의협의

●방어진순환도로에면한긴공장동건축물의색채계획및야간경관계획수립

●완충녹지조성

3) 해양경관권역(일산·방어진권역)
●동구의 일산유원지 고늘지구부터 대왕암공원, 슬도, 방어진항으로 이어지는 친수해안을

적극적으로보전하고체험형해양관광자원특화로동구가해양관광도시로의강점부각을
위한중요권역으로보행자중심의가로환경조성으로지역내체류시간을늘려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

부산 생수공장 파르마 파가니니 음악당(구 설탕공장) 

일본 삿뽀로 팩토리(좌 : 외부, 우 : 내부)

독일 Landschaft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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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대상지주변에근대역사문화자산등이위치한경우는그주변가로를포함한지역전반에
대한특정경관계획수립으로새로운명소로관광자원화도모

■ 형성 목표
●해양경관자원의적극적인보전

●해양관광도시로의특화를위한다양한체험시설유치및 로벌다문화거리추진

●활동성이많은지역또는구간별로도시경관개선및가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테마를
선정하여디자인유도

●민간부문건축컨트롤프로그램운

■ 주요 과제
●특징적인자연지형경관보전

●일산유원지의해안경관정비및특화, 숙박시설집중지역으로입면디자인및야간조명
지침마련

●마리나항조성추진

●대왕암공원진출입로(등대로, 동진로) 특화및정비

●대왕암공원내연수원부지를활용한고래생태체험장조성추진

●방어진항친수공간조성및 로벌다문화거리추진

●해안변에면한건축물신축시도시디자인상담실운 (문의: 정책개발·도시디자인팀) 

4) 산악경관권역(화정, 염포, 마골, 봉대산권역)
●생태적으로우수한자연형경관지역육성

●동구의방어진공원및그린벨트지역에위치한주요산지의자
연경관을 보전하고 구릉지의 난개발 방지 및 테마가 있는 생태
탐방로조성

■ 형성 목표
●녹지단절구간의지형복원및생태통로조성

●독립적인구릉지경관보전및랜드마크로서연출

●역사생태탐방로연계및조망타워설치

■ 주요 과제
●산책로와중복되지않는생태통로조성검토

●개성과 매력있는 역사문화도시 창출을 위해, 울산 최고(崔古)사
찰인동축사와진입로정비

●조망시설정비및설치(타워및부대시설) 및접근성제고

●명덕저수지주변의보행연계망정비

●녹지공간에어울리는가로시설, 안내판디자인

●산록주거지의골목길정비

인천 중구 재팬거리

해안변 마차운 사례

체험형 해양테마 시설 해외 사례

녹지네트워크화(광주광역시)

산림경관 관리지침(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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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어촌경관권역(쇠평, 주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위치하고있는쇠평지역일원과주전해안의어촌및시가화예

정용지일원을대상으로난개발로인한우수한산지경관과해안경관자원의훼손을최소
화하는데중점

■ 형성 목표
●생태적으로우수한자연형주거지역육성

●주전몽돌해변과구릉지가조화될수있도록시가화예정구역의경관계획수립및에너지
절약형친환경주택단지검토

●주전로주변상점가정비및해안길정비

●해안및봉대산의관광자원연계및특화

●특색있는항만및포구정비

■ 주요 과제
●지형복원및산불로인한녹지단절구간의수

목식재로생태계복원

●북구 경계 진입부, 몽돌해변의 화장실, 주차
장등관광자원시설정비

●시화가예정지구및주변지역의난개발방지
및경관보전

●해안변상업시설의옥외광고물정비및방파
제디자인

●봉대산등독립적인구릉지경관보전및주전봉수대의랜드마크연출

●개발제한구역내도로및취락지의경관관리

●쇠평지역도시기반시설정비및에너지절약형생태시범마을조성추진

라. 경관축설정

●경관축은동질한경관이선(線)의형태로연속하여형성되거나형성될잠재성이있는곳에
설정하며, 수려한자연경관이나기념물, 랜드마크등으로의조망확보를위한조망축, 산
의조망과수변난개발억제를통한환경적가치를극대화하는데중점을둔연속적인녹지
나산림등의녹지경관축, 해안이나강또는하천등의수변경관축, 우수한경관을지닌
도로나가로를포함하는가로경관축등으로구분

1) 녹지 경관축
●도시의원경이되는산지와, 일반시가지의중·근경이되는구릉지및산지를대상으로도

시의조망및스카이라인관리에기준이되는경관축

동인천 삼치거리

사례 : 삼성건설 그린 투모로우 조감도
적용 : 주전 일원 개발계획 수립 시 협의 및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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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 형성 목표
●자연생태계보호를위한단계별복원대책수립

●도시의방향감을형성하고도시의랜드마크적특징을부각할수있도록산지7부능선보호

●산지의스카이라인보호및조화로운경관유지를위한재개발계획시가이드라인제시

■ 주요 과제
●녹지단절구간의복원및생태계통로조성(등산로와중복조성지양)

●도시배경이되는서북지역의구릉지를대상으로시가지와접한공원지역과개발제한구역(그
린벨트)에서의경관저해요소의입지를제한하고기존시가지건축물의관리에중점을둠

●마골산, 봉대산조망권(남목일원)의공동주택색채및스카이라인(높이) 계획시도시디자
인위원회자문

2) 수변 경관축
●도시의환경축과활동축이되는저수지및바다와해수욕장등의수변공간과그주변에

형성된주요가로가포함되며, 수변과시가지및다양한시민활동이이루어지도록조성하
여매력적인도시오픈스페이스로관리해야할경관축

■ 형성 목표
●명덕저수지수변지역과시가지경관의조화도모

●저수지주변산책로의자연스런연속성확보및최소한의개발

●일산유원지및방어진항특화, 주전해안길정비

■ 주요 과제
●가급적인공시설물지양및자연재료의사용및과도한야간조명설치지양

●일산유원지집입로인해수욕장길및일산진길의특화, 방어진항성끝길, 활어장길특화

3) 가로경관축
●대표간선가로인방어진순환도로를비롯해동서축주요가로, 2015년주요진입경관로가

되는울산대교및염포산터널등, 도시에서이동과조망의중심이되는가로경관축을가
리키며, 현재의가로주변건축물의디자인, 가로구성과녹색교통으로구상중인자전거도
로망, 신교통망등, 현재의도시관리및미래지향적인녹색교통의도입을고려하는인공
경관축의미

●도시생활형도로와자연체험형도로로구분

●개성넘치는도로경관을창출하기위하여테마수의선정이중요

■ 형성 목표
●가로경관, 결절점, 공원주변등, 대표성과상징성을가진도로경관을형성하고, 건축물간

의경관적통일감추구, 도시공원의시각적접근성향상제고

●도시진입출부경관개선및도시이미지제고

●가로시설물의통합및저채도색상으로유도하여주변경관부각

●녹색교통을위한자전거도로, 신교통체계구축

울산광역시 동구 가로수 교체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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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
●주전로(남목3동주민센터~봉내교) 자연체험형경관도로및자전거도로조성

●지형, 녹지와간선도로의조화를위해과거방어진12경중의하나인‘승동청화(勝洞淸花)’
의특징을살린남목고개꽃길조성특화

●남목고개정상부방어진순환도로축강조를위한상징물조성검토

●대학길, 전하로등주변상업지역의특화가로조성(가로의포장, 가로시설물, 건축물의형
태, 색채, 외관, 지붕, 광고물등통합계획)

●학문로(학교시설보호지구) 보행특화

●울산대교, 염포산터널진출입부및절개지옹벽의경관개선

●가로시설물가이드라인제작및배포

●단계별자전거도로망구축

●울산광역시와의협의를통한단계별경전철구축망에동구의신교통망구상제시및연계

마. 경관거점설정

●경관거점은우수한경관이점적으로위치하여지역성이나상징성을형성하는장소, 지점,
지역등에설정하며, 경관거점에는경관특성이우수한공공시설이나건축물, 환경조형물,
기념탑, 광장, 교량, 수목, 문화재, 향토문화유적, 진출입부등이경관거점에해당

●또한고유한역사문화자원및생활문화자원이 집해있는재래시장·특화가로·공원등
을대상으로쾌적한옥외공간조성과관련자원간의연계를통해지역정체성을제고하고
주민들의생활문화자산으로육성

●경관거점의건축물이나구조물의경관보전·관리및형성을위한입체적인계획방안을
제시하고계획내용은경관거점주변의건축물이나구조물의높이와규모, 외관, 건축선
지정, 가로시설물, 포장, 가로수등의관리방안을수립함

●경관거점의물리적, 시각적접근성을높이기위해필요한경우토지이용, 도로의폭원, 건
축물의높이와배치등에대한입체적계획방안을수립하고진출입부의이미지부각, 상
징성강화등을위해조명물, 가로시설물, 도로표지, 안내시설에대한형태와규모, 색채와
형상등에대해통합적인계획필요

경관거점계획 사례(출처 : 한국토지공사, 2005)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권역 및 경관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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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 중심시가지 거점
●시가지경관의양호한환경조성과광장, 결절점등의시각적초점이되는구역

- 대상지: 남목삼거리, 울산대교및염포산터널진출입부

■ 시가지 문화형성 거점
●주거지및생활의문화적경관형성이필요한구역에지정

- 대상지: 명덕일원, 방어진일원

■ 조망권 경관정비 거점
●주변지역과의조화를위하여도시원경을보호, 관리하여야할필요가있는지역

- 대상지: 남목고개, 화정산, 염포산, 마골산, 봉대산, 대왕암공원

■ 경관 리모델링 거점
●신도심과유원지등의숙박시설이 집되어현재환경을유지, 정비할필요가있는지역

- 대상지: 일산유원지

담장허물기와 내집 주차장 갖기, 한평공원 만들기 일반 주거지역 중 단계별 시범구역 지정
(행정지원 : 녹색주차, 치안확보를위한감시카메라설치)
옆집과 마당공유하기(커뮤니터 활성화) 〃 특별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 만들기 및 현지 개량형 일반단독 연립주택 집지, 취락지구 등
주거개선 지원
공동주택 단지 : 옥외공간 개방 및 보행로 재건축, 재개발 구역
조성 우선 검토 일반
공동주택 외부도색 디자인 지원 300세대 이하(브랜드 아파트 제외) 
내집 앞 화분 내놓기 일반 주거지역 이면도로
권역별, 입지별 특화로 경쟁력 도모 남목, 명덕, 일산유원지 방어진항 주변
(역사, 국제, 미래, 해양, 자연경관 테마 등)
장방형 상업지 특성 감안 한쪽 가로 명덕~일산유원지 구간 상업지 특별
아케이드(투명) 검토
경관협정 시 지중화사업 우선 대상지로 고려 명덕, 대학길, 남목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가이드라인 제작 일반 상업지역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우선 검토 〃 일반
경관협정 지원 및 주민에 의한 운 및 관리 도모 〃
(지역민과 전문가 연계, 관은 보조하는 체제로)
경관협정을 통한 기업의 경관 개선 참여 유도 관내 기업별 협정체결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건설로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 〃
원경, 중경을 고려한 굴뚝, 타워크레인의 색채 관리 〃
노후된구조물의활용방안고려(전시공간, 조형물화등) 〃

경관 향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 공업지역 내부 특별

산업단지의경계부정비(가로수 식완충녹지, 2열식재) 공업지역 경계
넓은면적의벽체및지붕의색채, 형태적분절기법고려 방어진순환도로에 면한 일부 공장동
가로에 면한 공장외벽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
공장 진출입구(정문) 특화 및 담장의 디자인 개선 관내 기업별 협정체결

구분 검토사항 대상 유형

도
심
경
관
권
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산업경관
권역

유형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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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광도시로의 특화를 위한 체험시설 유치 대왕암공원 특별
로벌 다문화거리 추진 방어진

해안에 면한 민간부문 디자인 상담 해안변에 면한 건축물 일반
공업지역과의 완충공간 확보 고늘로
가로녹지 연계로 녹지네트워크화 문재로, 대송로, 등대로 특별
명덕저수지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 명덕저수지 일원
도시공원내기존등산로를친환경생태탐방로조성, 활용 방어진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학교 및 공공시설 담장허물기 관내 학교 및 공공시설 일반
주민 착형공원녹지조성, 자투리땅의포켓파크활용 일반 주거지역 자투리땅
도시개발시그린주택사업권장(태양열, 지열, 중수도등) 주전 시가화예정용지, 쇠평일원 특별
주전로 주변 상점가 정비 및 해안길 정비 주전 일원
특색있는 항만 조성을 위한 포구 정비 〃 일반
개발제한 구역내 도로 및 취락지 경관관리 주전, 쇠평일원
가로, 교통 시설물 정비 및 통합 방어진순환도로, 봉수로 등
(저채도, 저명도 색상) (해안도로 및 특화거리 제외)

특별
구간별옥외광고물세부계획수립(연차별, 단계별추진) 일산유원지, 대학길, 전하로, 남목 등
옹벽 및 방파제 디자인 계획 수립 주전, 방어진항, 화암추등대길및관내옹벽
불법주차 억제에 의한 보행환경 개선 전지역 일반
구간별바닥패턴의변화모색을통한다양한공간연출 전지역
역사문화경관을매개체로도시정체성과도시마케팅확대 남목, 방어진
생태탐방로, 랜드마크 광장, 기념탑 조성 대왕암공원, 남목고개

특별
고, 근대건물 일제조사 및 방어진 다문화 거리조성 방어진
마차운 : 대왕암 공원 및 시내 일부구간 남목, 일산유원지, 대왕암공원
방문객, 외국관광객편의시설인포메이션센터, 휴게시설설치 각 동주민센터, 일산, 방어진항, 대왕암공원

일반
공공건축물건립시체험시설유치(동구문화체험의장마련) 주요 공공 건축물

구분 검토사항 대상 유형

해안경관
권역

산악경관
권역

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농산어촌
경관권역

가로
경관축

경관거점

(표계속) 유형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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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바.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기본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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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관디자인사업
●경관사업은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계획

에근거하거나, 경관협정혹은별도의사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수있으며, 사업주체는공

공과민간모두가능하며주민참여및민관협력방식으로진행되도록하고있음

「경관법」제13조 경관사업
①가로환경의정비및개선을위한사업
②지역의녹화와관련된사업
③야간경관의형성및정비를위한사업
④지역의역사·문화적특성의경관을살리는사업
⑤농산어촌의자연경관, 생활환경을개선하는사업
⑥그밖에경관의보전·관리및형성을위해조례로정하는사업

「울산광역시 경관조례」제7조 경관사업
①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
②도시시설물디자인개선사업
③경관계획에서제시된경관관련사업
④그밖에경관의보전·관리·형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시장이인정하는사업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제8조 디자인사업
①공공시설물의정비및개선을위한사업
②해안·가로환경의정비및개선을위한사업
③야간경관조성사업
④옥외광고물정비및개선을위한사업
⑤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경관개선의선전효과가가로의정비를대상으로할때가장가시적인성과로나타나는
특성에따라자치구의디자인사업유형은대부분가로공간의정비에집중되어있음

●그러나2025년까지의울산광역시동구의도시디자인비전에대응하기위해서는상위법
령및조례상의경관사업과동구도시디자인조례상의디자인사업을종합하여구상함이
타당하여사업의구분은「경관법」과「울산광역시경관조례」에기준한분류로사업을제시
하여향후국·시비확보에대응하고자함

●따라서동구의경관사업및디자인사업의명칭을‘경관디자인사업’으로칭하고동구의가
로환경개선은물론실제거주주민의생활환경개선과주민교육·홍보및참여를실현하
고자하며, 단계별, 연차별구분으로 1단계는2010~2015년, 2단계는2016~2020년, 3단
계는2021~2025년으로구분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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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경관도로 조성사업
화암등대길(벽화, 보행로, 포토존조성) ○

주전경관도로조성(남목3동주민센터~구경계) ○

중심가로경관사업
찬물락삼거리~일산해수욕장사거리 ○

일산해수욕장사거리~방어진삼거리 ○

명덕삼거리~녹수삼거리 ○

Barrier free zone
남목삼거리 일원 ○

학문로 일원(학교시설보호지구) ○

명덕일원(현대백화점 앞) ○

명덕문화예술지구조성
현대중공업, 울산대병원, 현대울산호텔, 현대백화점, 

현대예술회관 및 주변상업지역 일원 특화가로 조성 ○

Art street 조성 대학길 ○

(옥외광고물 정비, 전하로 ○

조형물 기타) 동진로 ○

방어진다문화거리조성
방어진항 일원(장터길, 장터4길) 가로정비 및 ○

건물입면 리모델링

옹벽 리모델링 사업 관내옹벽정비(부조조형물, 벽타일, 태양공조명등) ○ ○

관문경관조성사업
울산대교, 염포산터널접속부옹벽, 절개지, 진출입구디자인 ○

방어진순환도로 남목고개 일원 관문디자인 ○

문현삼거리 관문디자인 ○

녹색도시조성계획 수립녹색 교통(자전거, 신교통), 에너지저감 등 ○

수변공원조성 명덕저수지 공원화사업 ( A=200천㎡ ) ○

Green Parking

대송동 일원 ○

(담장허물기, 주차)

남목1동 일원 ○

전하1동 일원 ○

전하2동 일원 ○

방어동 일원 ○

옥상녹화사업
의무 :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 ○ ○

지원 : 옥상녹화 가능면적100㎡이상 단독, 공동주택

신청 시(최대 1,000㎡지원)-연수구 예

차폐 녹화 사업 고늘로 가로수 식 2열식재 ○

한평공원조성 관내 유휴지 및 상시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 ○ ○

야간경관계획 수립 동구전역 ○

공장벽면 야경 연출 방어진순환도로에 면한 공장동, 크레인 대상 ○ ○

일산유원지 야경 연출 일산유원지,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주변 ○

어항 야간경관 정비사업 방어진항, 주전항 ○ ○

역사생태탐방로 조성 방어진공원, 마골산 일원 테마 등산로 조성 ○

마성 복원 및 목장조성 미포동 봉대산 일원 ○

봉수 전시관 화정동 화정천내봉수대 일원 ○

전통가로 조성사업 옥류천사거리~동축사 진입로 ○

구분 주요 사업 대상 지역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
녹화
관련
사업

야간
경관

형성및
정비를
위한
사업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갖는
경관
사업

가로
환경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디자인 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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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경관사업 동울산종합시장 ○

남목시장주변 ○

어촌 생활환경개선
방파제 미관개선 ○

주거지 담장, 지붕, 벽면 정비 등 ○

제당및노거수주변정비
보호수로 지정된 곰솔 4그루 주변 환경정비

○
(주전동2, 전하동1, 방어동1)

경관포구 조성
주전, 방어진경관포구조성(양식장, 어판장, 

○
통합간판 및 도색지원)

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 주요 조망점에서 분기별 파노라마사진 촬 ○ ○ ○

도시시설물 디자인 간선도로변 가로시설물 통폐합 및 도색 ○
개선사업 가로시설물 통합 지주 설치 ○

경관개선홍보사업
경관을주제로한공모전개최등경관의대중인식확대 ○ ○ ○

(경관계획에서 제시)

구분 주요 사업 대상 지역 1단계 2단계 3단계

농산
어촌
자연
경관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

기타
경관
사업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디자인 사업(안)

도심광장 경관사업

남목삼거리, 찬물락삼거리 ○

녹수삼거리(명덕 문화예술지구)
○ ○현대중공업, 울산대병원, 현대울산호텔, 현대백화점,

현대예술회관 및 주변상업지역 일원 특화가로 조성

아름다운도시만들기사업
울산타워조성, 부대시설, 포토존설치 등 ○ ○

대왕암공원 내 교육연수원 이전적지 활용 :  
○ ○

생태고래체험장, 선박과학박물관 조성

농어촌 마을 진입부 보호수로 지정된 곰솔 4그루 주변 환경정비 ○
경관정비사업 (주전동2, 전하동1, 방어동1)

워터프론트경관형성사업 일산 유원지 마리나항 조성사업 ○ ○

연안경관형성사업
주전, 방어진경관포구 조성

○
(양식장, 어판장, 주거시설의 지붕, 외장디자인)

역사성 재건사업 남목 마성 부분복원, 봉수 전시관 건립 ○

구분 주요 사업 대상 지역 1단계 2단계 3단계

경관
시범
사업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디자인 우선 시범사업 제안

■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예시

< 명덕문화예술지구조성>

●위치: 녹수삼거리및현대예술관주변대편길일원

●현황

- 관내문화시설(현대호텔, 울산대학병원, 현대예술관, 현대백화점, 한마음회관, 현대예술
공원, 성바오로성당등) 집되어있으나상호연계성부족

- 외국인다수거주지역
- 조선업세계1위인현대중공업의본사및정문이위치하고있으나특화및홍보저조

●구상안

- 1단계(2010~2015년) : 주민간협정유도를통한가로경관정비추진체계구축(전선지중
화우선추진), 보도확장, 광장정비, 가로시설물디자인등

- 2단계(2016~2020년) : 울산대병원및현대예술공원과연계한특화가로, 보행자전용데
크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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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명덕문화예술지구 사업구역도

●사업비: 5,000백만원(1단계)

- 실시설계용역: 150백만원
- 전선지중화및보행로정비: 3,000백만원
- 간판정비및외벽리모델링일부지원: 850백만원
- 기타가로시설물정비및부대비: 1,000백만원

●기대효과

- 울산광역시동구의문화예술업무중심지의특징을살려품격있고개성있는가로경관
조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테마거리조성기반마련

●협의사항

- 민간: 가로별주제특화및다문화활성화를위한외국풍건물입면권장및권장업종협정
- 기관: ㈜한국전력협의를통한지중화우선실시후, 가로개선및도로시설물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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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문화예술지구 사업 구상안

대편길 사업 전후

2025 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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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물가이드라인

●시설물설치에따른디자인가이드라인의세부내용은,‘울산광역시동구도시시설물가이
드라인’,‘울산광역시동구사설안내표지판가이드라인’등관련가이드라인및디자인매
뉴얼을참조하고본‘울산광역시동구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내용은큰방향성제시에목
적을두어위원회에서융통성있게선택적으로사용하는데목적을둔다.

●심의및자문은위원및전문가의주관적인디자인취향에의한판단이아니라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협의·조정을통해공공성을저해하는요인을최소화하고배제시키고자하는
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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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가이드라인의 5원칙
1) 옆건물과는다른형태로만들자

2) 앞뜰은내땅이지만, 공공이함께이용할수있게하자

3) 폼나게지은건물을간판으로가리지말자

4) 냄새가나거나바람이나오는설비들은가리거나숨기자

5) 계단, 옹벽, 담장은가급적없애거나작게만들자

※상세내용은‘울산광역시동구도시시설물가이드라인’을따른다. 

87

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가. 업무시설(구청사, 동주민센터) · 입지 환경 ·집합적 건축 경관
나. 공공도서관 · 공공공간 ·대지 단위 외부 공간
다. 문화 및 체육시설 · 건물 저층부 ·건물 입면
라. 복지시설 · 기타 건물 부속물

· 입지 환경 ·입면디자인

디자인 시범 사업지구 내 건축물 대상
· 지붕 및 차양 ·창문 및 쇼윈도
· 건축설비 ·주차설비
· 옥외광고물

분류 시설물 종류 자문항목

공공
건축물

민간
건축물

대상 건축물 및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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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구조물및가로시설물가이드라인

●관내에설치하는도시구조물및가로시설물을대상으로계획단계부터검토하여야할사항
을제시하고자하며, 상세내용은‘울산광역시동구도시시설물가이드라인’을따른다.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의 5원칙
1) 보행자에게방해를주지말자

2) 이웃한가로공공시설물은통합하자

3) 현란하고과장되게만들지말고차분하며안정된가로를조성하자

4) 자연, 역사, 문화경관을가리거나훼손하는시설물은옮기거나없애자

5) 새주소체계, 국제표준픽토그램적용, 다국어표기체계정립으로국제성을높이자

88

가. 교량 ○ - ○ ○ - ○
나. 고가차도 ○ - ○ ○ - ○
다. 지하차도 ○ - ○ ○ - ○
라. 보도 - ○ ○ ○ ○ -  
가. 보도육교 ○ ○ ○ ○ - ○
나. 석축 및 옹벽 ○ ○ ○ - - -
다. 방음벽 및 대형공사장 울타리 ○ ○ ○ ○ - ○
라. 중앙분리대 보·차도경계석 ○ ○ - ○ ○ ○
마. 가로등 및 보안등 ○ ○ ○ ○ - -

도시구조물의 자문항목

도 로
시설물

도로
부속
시설물

분류 세분류 형태 설치 색채 재질 패턴 그래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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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가. 관광안내소 관광안내 표시판 ○ ○ ○ ○ ○
나. 동상 기념비 ○ ○ ○ ○ ○
다. 분수대 ○ ○ ○ - -
가. 가로수보호덮개 ○ ○ ○ ○ -
나. 가로녹지대 ○ ○ - - -
다. 가로화분대 ○ ○ ○ ○ ○
가. 공중화장실 ○ ○ ○ ○ ○
나. 대기오염 전광판 ○ ○ ○ ○ ○
가. 자전거 보관대 ○ ○ ○ ○ ○
나. 공용주차장 안내표시판

○ ○ - ○및 주차요금 표시판
다. 공용주차장 관리소 ○ ○ ○ ○ ○
라. 교통감시시설 ○ ○ - - -
마. 택시, 버스승강장 ○ ○ ○ ○ ○
가. 가로·버스카드판매대

○ ○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 시계탑, 조명탑 ○ ○ ○ ○ ○

문화
관광시설

가로
녹지시설

환경
관리시설

교통
관련시설

기타 시설물

분류 세분류 형태 설치 색채 재질 그래픽·표기
가로시설물 자문항목

●픽토그램((Picto-gram) 사용의무화

- 픽토그램국가표준(KS A 0901)은한·일월드컵(2002)에대비하여2001년부터시작
- 현재까지총335개제정
- 픽토그램(표준그림표지)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경쟁적 개발로 국가적 낭비 초래 및
잘못된사용으로혼란야기(기술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표준의무사용추진중)

- 새주소체계, 국제표준픽토그램적용, 다국어표기체계정립으로국제도시동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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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색채경관가이드라인

● 본가이드라인은설치및입지하고자하는대상지의자연경관및배경색을우선적으로
고려한색채경관형성에주안을두어주변지역과의연속성을고려하고각용도지역의특
징에맞는색채계획의수립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 색채를유도하는것은“규제”를하는것이아니라활기찬거리, 품격있는거리, 모두가쾌
적할수있는거리를만들기위해공통의약속을만드는것으로

● 산지, 해변도시개발의대규모건축물의입지시에는도시경관에차폐및위압감을최소
화하기위해분절을고려하고, 개별건축물이나공동주택단지의차별화를위한장식적
색채계획을지양하고지역및도시전반의 향을고려한색채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 단, 도시의주요랜드마크적잠재력이있는경우는일부고채도의강조색사용을허용한다.

※지역별상세색채경관계획및야간경관계획은향후외부전문기관에용역예정임

■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의 5원칙
1) 너무진한색상은NO

2) 주거지나녹지지역은배경과유사한색상을사용하자

3) 아파트는저명도저채도로(단계단실은조금더진한색으로)

4) 상업지역은포인트색으로가게를뽐내자

5) 공장바탕은저채도, 굴뚝, 설비, 계단등은강조색

공장 굴뚝의 색채 디자인개선상업지역의 강조색사용 해외사례

원경, 중경, 근경에 따른 경관색채 기본방향(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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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 색채관련 참조 도표

명도(밝기)와 채도(선명도)

톤별 컬러 그룹

먼셀색채 표현 방법

먼셀표색계

색채별 언어이미지 건축물의 기조(배경)색으로 고채도 색상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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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색채가이드라인

●획일적경관분위기지양을위해유사조화보다는저채도의톤조화또는색상조화기법권장

●아파트동별조화보다는단지전체의배색조화고려

●원색적이고복잡한그래픽보다는깔끔하고단순한그래픽사용

나. 상업지역색채가이드라인

●활기있고생동감있는거리의분위기연출

●정돈된화려함과변화감을연출

●도로, 땅을기준하여6m이하의저층상점가의배경색은온화한분위기를위해채도3이하

●광고물은채도6이하권장

다. 공업지역색채가이드라인

●바탕색은원색보다는부드러운톤의저채도색상사용을권장

●기업로고의변형및패턴화로공장자체가광고효과를지니도록계획

●긴공장동은색채로분절하여위압감해소

●설비부분, 계단등에원색의강조색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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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카와사키시, 임해부 색체 가이드라인사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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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지지역색채가이드라인

●4계절의변화에적합한주황계열(YR)또는청록계열(BG)의저명도, 저채도(3이하) 색상의사용
으로자연경관및배경과조화를도모

※일반가로에설치하는공공시설물은아래의‘울산광역시동구공공시설색상표’를참조
하여근접한색상값을지니는도료를사용하되, 고령자와색맹및색약자를배려하여청
색바탕에흑색 자, 노란색바탕에흰색 자의조합은사용하지않는다.

■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9
●국가표준인“한국표준색이름”과현재사용되고있는“국가상징물및공공시설물”의색채를

한눈에볼수있도록구현한인쇄판색채표준가이드로다음과같은내용이수록되어있음

●표준색이름편: 총346 색채(KS A0011 :2005, 물체색의색이름)

- 계통색이름203색채(계통색: 빨강, 밝은빨강, 어두운빨강, 흐린빨강등으로표현된한 명)
- 관용색이름128색채( 관용색: 벚꽃색, 장미색, 사과색, 벽돌색, 밤색등일상생활에서흔
히부르던이름이굳어진것)

●디자인활용편: 총333색채(총43개정부부처법령규정값등협의사항)수록

- 공공디자인121색채
- 정부부처상징162색채
- 서울50색채

●가급적‘공공디자인색채표준가이드’에따른색이름을사용하여표현하고향후색채계획
수립시에도기술표준원의표기방법을사용하여모니터구현색과출력또는도장색의차
이를최소화하도록함

가로시설물 색채계획 예시안(시흥능곡지구)

구분 색 상 색 이름 먼셀(Munsell) RGB CMYK
곰솔 나무색 2YR 2 / 2 72, 46, 39 19, 30, 32, 51
동축사 기와색 7.5B 2.5 / 1 57, 64, 68 24, 21, 19, 53
해송 솔잎색 2.7BG 2 / 3 30, 57, 54 30, 19, 21, 57
동해 깊은색 6.2PB 2.5 / 12 14, 57, 137 68, 51, 19, 25
동백 검붉은색 8.6R 3 / 12 145, 22, 20 20, 68, 68, 22
주전고개 봄날색 5.5GY 7 / 8 154, 185, 82 32, 20, 60, 7
괭이갈매기 흰색 5P 9 / 0 228, 228, 228 10, 10, 10, 0

바
탕
색

강
조
색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색채

표준색이름

디자인활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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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04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본가이드라인은주변과의조화를무시하고개인의건물과간판이더잘띄게하려는상업
적이기주의를탈피하고거리에면한건물의외관은그거리의주민, 즉공공의것이라는
의식전환과참여를유도하는데목적을둔다. 

●일반적으로사람의눈은걸어가고있을때상하15도, 좌우20도의범위밖에보이지않으
며이범위를넘으면주목성이떨어져결국이이외의장소에광고물을설치해도그다지
효과가없으나많은비용을들여‘크게’만을고집하는경향이있다. 

●가로환경개선과더불어광고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6m이하의저층부는적극적으
로활용하여거리를번화하게하고, 고층부는건물의형태미가손실되지않도록광고물을
적게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5원칙
1) 너무크게, 너무많이만들지않는다
2) 건축을배경으로및주변환경과어울리게한다
3) 씨는여백을두고악센트는부분적으로사용한다
4) 업소의특징요소를개발한다
5) 지나치게자극적인색상, 디자인은피한다

현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조례

■ 허가대상
●건물4층이상측면·후면에설치하는가로형간판, 한변길이10m이상가로형간판

●광고물상단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4m 이상인지주이용간판

085-116울산보고서4,5장  2010.3.25 5:43 PM  페이지95



96

●돌출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전기이용광고물, 현수막게시시설(연면적30㎡초과) 등

■ 신고대상
●건물의3층이하정면에표시하는가로형간판(면적5㎡이하제외), 세로형간판

●광고물상단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4m 미만인지주이용간판

●광고물상단높이가지면으로부터5m 미만이거나1면면적이1㎡미만인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표지돌출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등

■ 신청서류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청서1부

●안전도검사신청서1부(허가대상등해당시)

●건물: 대지사용승낙서1부

●사진자료및위치도1부

■ 광고물 설치방법(일반)
●광고물은1개업소당3개까지가능

(종류별각1개설치- 곡각지점가로형1개추가가능)
※방어진순환로광고물특정고시지역
( 1개업소2개이내설치가능)

●네온·전광또는점멸방식불가

(상업지역, 관광진흥법상관광단지·관광지예외)
●에어라이트, 입간판등유동광고물설치불가

●창문이용광고물

- 건물1층이하창문과출입문이용판류·입체형간판표시면적0.4㎡이내(점멸방식불가)
- 기준준수시자율설치가능하나업소총광고물수량 및정비대상포함(단, 전기이용시
허가대상)

- 창문전체썬팅광고물은불법(안전사고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주이용(허가·신고), 상업·공업지역내 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의

허가·신고된건물벽면게시시설설치가능

가. 추진목적

1) 옥외 광고물의 일반 특성
●건축물형태고려부족및설치수량과다로건축물은폐

●재질의획일화, 내구성이약한재료사용

●정보표시의과다, 화려한색채, 화려한조명으로시각적피로감증대

●광고물크기에비해 자의크기가비대

●건축물의색채를고려하지않은독자적이고일률적인색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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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기본방향설정>

●최소화: 수량, 크기, 정보량의최소화

●질 서: 건축물과광고물간의질서

●가독성: 표기요소배치의합리성, 보행자시각중심

●조 화: 주변과의조화, 건축물과의조화

나. 기본원칙

●1개업소당광고물의총수량1개(가로형또는돌출형) 설치원칙

●광고물은평면적획일화탈피, 재미있고다양한형태추구(업소상징로고, 조형이미지개발)

●광고물의색채는건축물과주변환경에조화롭게, 고채도의원색계열은강조포인트색으
로만

●소재는정형화되지않은목재금속류등의재료사용으로다양성추구

●동일건물에설치되는간판은비슷한규격으로설치

●점멸방식사용, 광원노출사용금지

※향후양적규제(총량제)로변경을고려하며수량규제, 부수간판의규제, 불법광고물의금
지, 총면적규제등의내용및각각의규제사항에대한명확한기준을수립하여「울산광역
시동구옥외광고물조례」에수록할계획임

<색상일반지침>

●색상(고유색) 선정

- 건축물외벽색채또는가로경관의바닥색채등기본이되는색상군을주조색으로그색
상군에서유사계열색채를보조색으로사용하되3개이내의색상사용권장

- 예: YR계(주황색계)를주조색으로사용하면보조색은Y(노랑)에서R(빨강)계열의유사색
사용권장

●명도(밝기) 고려(0~10단계)

- 7이상의고명도는가급적자제
● 채도(색상진하기) 조절(0~14단계)

업소별 광고물 수량의 제한
입체적 구성
광고물 크기의 최소화
입면과 조화되는 배경색의 사용
배경과 대비되는 자색의 사용
입면과 조화되는 다양한 재료의 활용
동일건물 내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의 일관된 이미지 유지

심볼, 조형물 등 다양한 기법 구사로 상점의 개성 부여
거리별 특징이 나타나는 디자인 계획
건축입면의 광고물 부착위치를 고려한 디자인 방안
야간경관을 고려한 계획
배너, 차양막 등 지역별 특화 아이템 도입
지역별 건축물 파사드 특화 계획

일반지침

특화방안

광원노출형 점멸방식의 조명 지양

지나치게 많은원색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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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에한하여고채도(8 이상) 사용시주변환경의 향을고려, 자문을거쳐서사용
- 그밖의주거, 공업, 녹지지역은특별한경우가아니고는5 이하로사용

●포인트컬러활용(고유색선정색상의원색에가까운것) 

- 포인트색사용은면적의10분의1 또는20~30% 이내

다. 간판유형별지침

1) 가로형
●수량및형태

①1업소1간판(단곡각지점에접한업소는1개추가허용) 
②1층은판형또는입체형간판권장
③2층이상에는입체형간판권장
④4층이상은가로형간판금지

●규격

①가로크기
- 당해업소의가로폭의80% 이내최대10m 이내
- 가로폭은창문또는개구부1개의폭을초과할수없음

②세로크기. 
- 판류형은최대80cm 이내로
- 입체형은평균길이최대45cm 이내

③돌출폭: 벽면으로부터20cm 이내

●설치위치

①하단선일치- 동일건물에서간판교체, 신규설치시상단하단모두일치
②신축건물또는2개이상의간판동시설치시각층의좌우끝선을수직으로일치

2) 돌출간판
●규격면적

①돌출폭
- 벽면으로부터1m이내(게시틀포함)
- 두개이상설치시연립형권장

②세로크기
- 단독2m 이내, 연립20m 이내로설치

③두께
- 30cm 이내로하고동일건물같은두께로설치

●설치위치

①지면으로부터3m 이상, 보도가없는경우4m 이상높이설치
②설치범위는건물의최고층높이를초과할수없음
③건물의동일위치에좌측정렬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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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및형태: 간판면적의1/3 이내

①1층은소형입체형간판권장
②2층이상의간판은단순한형태로설치

3) 지주이용간판
●규격면적

①최대면적
- 1면최대면적은3㎡이내로설치

②세로크기
- 상단의높이는4m 이하로설치

●설치위치

①대지경계선으로부터6m 이상이격된건물에한하여허가
②건물의부지내에만설치가능(보도경계석에서50cm 이상이격) 

●형태

①조형물로서의기능을갖추며건물과조화를이루도록함
②건물입주업체를연립형으로표시하고건물명표기가능

4) 창문이용 간판

●규격면적

①창문또는출입문면적의25% 이내

●설치위치

①1층창문또는출입문에한하여표시
②표시위치는창문의3분의2 이하의높이에설치

●표시내용

①상호명, 전화번호, 픽토그램표시가능
②간략한업소내용표기가능(단, 음식점의전체메뉴등은설치불가)

■ 권장사례

건물상단은 입체형 권장 건물의외벽과입체문자간판이조화로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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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본야간경관가이드라인은일반적인야간경관계획수립에있어기본적인사항만을제시하
고지역별상세야간경관계획은향후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여도시의각요소를부각시
킬예정이다.

●야간경관계획이란도시의다양한빛의관계성을체계화하여쾌적한빛환경을창조하고
주간에는발견할수없었던또다른매력을부여하여쾌적, 안전, 활력이넘치는도시로실
현하는경관연출의수단이다.

업체와 어울리는 서체사용 크기, 색상은통일, 씨체를달리사용한예 건물하단은 연립형 통합간판 권장

085-116울산보고서4,5장  2010.3.25 5:44 PM  페이지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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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방향
1) 야간활동의 활성화 및 보안성 증대
●야간경관조명을통한도시미관의향상

●가로조명, 옥외건물조명, 공원조명, 보행조명으로구분계획

●가로별, 공원별, 주요교차로및주요건물별, 옥외광고물로구분계획

2) 야간경관의 네트워크화
●경관조명의대상에따라점, 선, 면으로분류

●점, 선, 면으로이루어진경관조명 역상호연계시켜네트워크화

3) 야간경관의 특성화
●가로별특성화문화의거리, 대학길, 상업가로, 산책로등구분정비

●주요구조물의야간경관요소활용: 공공건축물, 역사적건축물, 도시주요구조물, 교량, 운
동장등의특성화된경관조명

●야간경관초점조성: 주요교차로및도시진입부

●야간경관조망지역의지정및설치, 산지조망과평지조망으로구분계획

나. 기본계획

●10층이상건축물신축시야간경관계획을수립및자문

●주변과전체적으로조화를이루도록하며주변밝기및여건등을고려, 광원선택

●광원에의한눈부심을방지하고적절한휘도분포와연색성을유지

●램프교체, 기구보수등의유지관리가용이한등기구선택

1) 빛의 조닝
●도시의정체성부여를위해지역적야간경관의특징을발견하고어떠한공간범위및거리

에서연출할것인가에따라지역지구도출

봉대산에서 바라본 동구 야경

085-116울산보고서4,5장  2010.3.25 5:44 PM  페이지101



102

야간조명 관리지침도(용인흥덕지구)

그래픽 라이트 프로젝터를 활용한 야경연출 사례

2) 빛의 루트
●이용과활동에의해도시공간의인지성이확보되도록하며, 도시경관구조에대한스케일

감전달

3) 빛의 거점
●경관조명적용대상이되는공공시설물및민간건축물

4) 시점장
●야간경관을파노라믹하게조망할수있거나핵심요소의연출을즐길수있는시점과시점

장을 개발하여특화를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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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리 및 실행계획(안)

가로별 조명연출방법 사례(용인흥덕지구)

구분 가이드라인 주요대상지 및 구상 비고
조명의 기능성, 심미성이 부각될 수 있는

주거지역
안전을 위한 빛개념 보안성과 안전성에 주안점
약난 어두운빛+부드러운 빛 적용 (푸른가로등 도입검토)
야간에 빛의 산란과 범람의 제한

24시간 도시의 활동감이 느껴지는 옥외광고물 정비(LED)
활기 있는 빛연출 : 대학길 주변 상가 및 일산

상업지역 기능성과 심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원지일원 우선대상
입체적인 빛의 기법을 도입 역동적이며 명덕지구 야간경관특화
활기있는 빛 적용

활기있는 밝은 빛, 부드럽고 약간은 공장 야간경관

공업지역
어두운 빛 적용 공장전체 조명
시설자체로서의 빛의 표현과 빛에 의한 공단접면 벽면 창문 조명
오브제 표현을 적용 공장 기계(크레인) 조명

밤하늘의 달빛, 별빛을 만끽하는 도시의 대왕암 공원 : 산책로, 대왕교

녹지지역
휴식터가 될 수 있는 빛의 연출개념 도입 화정산 삼거리
인접된 도로변에 약간 어두운 빛을 적용 전망대 특화 : 공단야경
하여 빛의 산란을 제한 조망지점

역사문화관광 역사성 부각을 위해 문화재에 대한 개별 봉수대 주변
특화지역 조명수법 연출 및 주변공간 특성화 사찰, 성당 등

용도지역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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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체계구축

실천계획 마련
●경관관리, 지원을위한행정조직정비

●도시디자인조례제정및도시디자인위원회운

●적극적인경관형성사업발굴및추진

●시민참여, 민간역할강화프로그램

가. 단계별추진계획

나. 경관행정기본체계마련

●경관관리조직구성

- 조직구성: 2008. 4.15 정책개발·도시디자인팀구성
- 향후필요조직: 1과3담당(10명내외)

●전문인력확보및인적네트워크화구축

●울산광역시도시디자인조례제정: 2009.10. 1

●울산광역시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 기간: 2008.12 ~2009.12
- 내용: 도시디자인의기초, 자원분석, 거점, 유형별분석, 가이드라인, 관리및실행계획

●경관업무연계성강화

- 유관기관, 실과별연계화
●경관관리프로그램개발

●주민자율참여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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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민참여방안

●도시경관디자인은단기간, 일회성계획으로는이루어질수없는속성을가지고있기때
문에장기적인안목에서단계적으로형성해나아가야함

●특히지역의경관형성및관리는장기적으로시민들이주체가되어야하므로대상시설의
계획단계부터다양한주민참여장치의도입과더불어관련된각종시민활동에대한지원
과다양한프로그램의구축이필요함

●경관협정등을통해경관형성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에는경관법및관련조례에서규정
하는내용을따르되주민들간의협의체, 시민단체, 전문가단체와지속적인협의, 워크숍
을진행하며협정을유도함

●목표: 주민스스로동참하고실천하는도시만들기

가. 시상제및공모전
1) 우리집이 가장 멋있어요(가칭: 동구 멋집시상제)
●구역: 동구전역 ●대상: 관내건축물전체

●실태조사: 매년 ●우수작선정

●인센티브제공및시상 ●홍보및파급

2) 아름다운 간판 시상제
●구역: 동구전역 ●대상: 광고물(각종간판)

●실태조사: 매년(일반주민, 디카부대) ●우수작선정

●인센티브제공및시상 ●홍보및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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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시설물 디자인 공모전
●시기: 2년마다

●대상: 조례상의자문대상도시시설물

●우수작시상

●활용및홍보파급

나. 디자인교육및주민협의체구성

1) 동구를 사랑하는 도시디자인 모임(디자인교실)
●구역: 동구전역

●대상: 디자인, 건축, 토목, 조경, 기타전문가및일반주민

●인원: 20명내외

●활동: 정기모임, 동구도시디자인활력화방안모색, 디자인기술지원및정보교환, 인센
티브제공(사회단체보조금지급) 

2) 경관관련 업체 교육 및 세미나
●일시: 매년

●장소: 2층대강당

●대상: 디자인, 건축, 토목, 광고, 조경, 조명관련업체

●내용: 도시디자인의필요성, 미래동구를위한디자인발전계획, 경관관련업체협조및
세미나

3) 자생단체 자발적 추진협의체 구성(가칭: 동구 도시디자인 추진협의체)
●방향: 제2의새마을운동모티브제공

●참여대상: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새마을, 자연보호회등

●추진체계: 동별추진위원회구성

●활동사항: 주민자발적참여, 도시미관전반에참여, 비우고정리하는사업전개, 주민참여
홍보및파급

●인센티브제공(사회단체보조금확대)

●제2의새마을운동으로발전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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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관협정체결및관리

가. 개요
1) 경관협정 개념
●2007년경관법제정으로법제화된개념으로주민들이자치적으로지역경관을개선할수

있는방안의하나로제시됨

●즉, 주민의자발적인참여를통하여주민스스로가자기지역의경관을보전관리및형성
할수있도록유도하는제도임

2)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토지및건물소유자, 지상권자등의전원합의

●1인협정도가능

3) 성공방안
●주민이직접적으로느낄수있는장점을부각시켜주민인식전환

●협정제도에대한적극적홍보및행정절차간소화

●경관협정을지원할수있는민간자문단활성화

나. 주민합의도출방향
1) 마을산책
●경관협정의필요성에대하여공감대형성단계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담당공무원이함께산책하며지역자원발굴

2) 마을만들기 주민간 토론
●경관협정의방향및목표설정단계

●질문카드중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는3장선택후그룹으로나누어토론

3) 마을지도만들기
●경관협정의구체적대상설정및그에대한활용방안을토의단계

●큰지도에산책, 주민간토론에서발굴한지역자원표시및활용방안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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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참여 및 협정사업계획서 작성
●인터넷을활용하여모임에대한토의및목표, 내용등전달및홍보

●협정사업계획서작성

5) 워크숍
●협정사업계획서에의한정비안을주민들이몸소체험

다. 운 및관리방향
1) 보상적 인센티브
●경관협정준수에따라개인의재산권이제한받거나, 당해지역주민들의권리가침해되는

경우이를보상하는경우에해당

2) 유도적 인센티브
●경관협정체결및체결후준수를권장할목적으로준수시제공되는제도적이익

3) 마이너스 인센티브(규제)
●경관협정을체결하지않거나준수하지않음으로바람직한경관형성에상당한지장을초래

하는경우부과되는불이익

구분 항목 내용 비고
보조금 협정에 맞게 건물을 개보수할 경우, 보조금지급 조례 등 법적 근거 필요

세금 협정 체결시 시 세제 감면 조례 등 법적 근거 필요

공공에서 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공공사업 협정체결시 경관관련 공공사업 우선 배정 등 대한 착안, 내용, 집행시기 등을

인센티브/페널티로 활용가능

용적, 건폐율, 높이 협정체결시 용적율, 건폐율, 높이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운용 가능

주차장 협정체결시 주차장 설치의무 배제 조례 등 법적 근거 필요

보조금 협정불이행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일부 환수 보조금 지급시 단서 조항 필요

세금 협정불이행시 세제 감면 조건 소멸 협정서 단서 조항 필요

공공사업
협정체결 및 이행을 조건으로 우선 제공한

사업 우선배정시 단서 조항필요공공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협정위반자가 부담

용적, 건폐율, 높이 협정불이행시 추가로 받은 용적율, 건폐율, 
협정서 단서 조항 필요

높이기준에 대한 비용 계산 후 환수
단, 환수금액은 추가로 받은
인센티브보다 크게

주차장 협정 불이행시 주차장 설치의무 부활
협정서 단서 조항 필요
주차장설치에관한행정절차수립필요

인센티브 유형(보상, 유도, 규제)

보상적
인센티브

유도적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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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행계획(안)

●2025년까지울산광역시동구의도시경관디자인개선을위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1
단계는2010~2015년, 2단계는2016~2020년, 3단계는2021~2025년으로연차별, 단계별
로구분하여예산을마련·실행하고자함

가. 도시디자인총괄관리

합 계 74,310 42370 23420 8520

도시디자인 총괄관리 1,020 340 340 340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3,300 24,700 13,900 4,700

지역 녹화 관련 사업 16,100 9500 3300 3300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3,350 2,150 1,200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경관사업 6,000 2,500 3,500

농산어촌자연경관및생활환경개선사업 3,000 2,500 500

기타 경관 사업 1,240 580 580 80

시상제 및 공모전 120 40 40 40

디자인 교육 및 주민협의체 지원 180 60 60 60

단계별 실행계획(종합)

경관
디자인
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구분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 계 1,020 340 340 34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5년 단위 수정계획 600 200 200 200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 15명(소위원회2) 120 40 40 40

경관자원 전산화 통계,수치지도 90 30 30 30

가이드라인관리
건축물, 옥외광고, 색채, 

120 40 40 40
야간경관 안내서발간

전문인력확보 및 전문가, 주민 연계
90 30 30 30

인력네트워크화 및 자문

단계별 실행계획(종합)

구분 사업내용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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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관디자인사업
1) 가로환경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 녹화 관련 사업

소계 43,300 24,700 13,900 4,700

경관도로 조성사업
화암등대길(벽화, 보행로, 포토존조성) 1,500 1,500

주전경관도로조성(남목3동주민센터~구경계) 2,500 2,500

찬물락삼거리~일산해수욕장사거리 2,500 2,500

중심가로경관사업 일산해수욕장사거리~방어진삼거리 2,500 2,500

명덕삼거리~녹수삼거리 2,500 2,500

남목삼거리일원 1,000 1,000

Barrier free zone 학문로 일원(학교시설보호지구) 1,000 1,000

명덕일원(현대백화점 앞) 1,000 1,000

현대중공업, 울산대병원, 현대울산호텔, 
명덕문화예술지구조성 현대백화점, 현대예술회관 및 주변상업지역 5,000 5,000

일원 특화가로 조성

Art street 조성 대학길 5,000 5,000

(옥외광고물 정비, 전하로 4,000 4,000

조형물 기타) 동진로 4,000 4,000

방어진항 일원(장터길, 장터4길)
6,000 6,000

방어진다문화거리조성
가로정비 및 건물입면 리모델링

옹벽 리모델링 사업관내 옹벽 정비
2,100 700 700 700(부조 조형물, 벽 타일, 태양공 조명 등)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접속부 옹벽, 절개지, 
1,000 1,000진출입구 디자인

관문경관조성사업
방어진 순환도로 남목고개 일원 관문디자인 1,000 1,000

문현삼거리 관문디자인 700 700

단계별 실행계획(종합)

구분 대상 지역 및 사업내용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계 16,100 9,500 3,300 3,300

녹색도시조성계획수립 녹색 교통(자전거, 신교통), 에너지저감 등 200 200

수변공원조성 명덕저수지 공원화사업 ( A=200천㎡ ) 6,000 6,000

대송동 일원 1,000 1,000

Green Parking
남목1동 일원 1,000 1,000

(담장허물기, 주차) 전하1동 일원 1,000 1,000

전하2동 일원 1,000 1,000

방어동 일원 1,000 1,000

의무 :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지원 : 옥상녹화 가능면적100㎡이상 단독, 1,500 500 500 500

공동주택신청시(최대1,000㎡지원)-연수구예

차폐 녹화 사업 고늘로 가로수 식 2열식재 1,000 1,000

한평공원조성 관내 유휴지 및 상시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2,400 800 800 800

구분 대상 지역 및 사업내용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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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갖는 경관사업

5)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6) 기타경관사업(조례)

소계 3,350 2,150 1,200
야간경관계획 수립 동구전역 150 150
공장벽면 야경 연출 방어진순환도로에면한공장동, 크레인대상 1,400 700 700
일산유원지 야경 연출 일산유원지,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주변 800 800
어항 야간경관 정비사업 방어진항, 주전항 1,000 500 500

구분 대상 지역 및 사업내용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계 6,000 2,500 3,500
역사생태탐방로 조성 방어진공원, 마골산일원 테마 등산로조성 500 500
마성 복원 및 목장조성 미포동 봉대산일원 2,000 2,000
봉수 전시관 화정동 화정천 내 봉수대일원 2,000 2,000
전통가로 조성사업 옥류천사거리~동축사 진입로 1,500 1,500

구분 대상 지역 및 사업내용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계 3,000 2,500 500

재래시장 경관사업
동울산종합시장 800 800

남목시장주변 800 800

어촌 생활환경개선
방파제 미관개선 500 500

주거지 담장, 지붕, 벽면 정비 등 500 500

제당 및 노거수주변정비
보호수로 지정된 곰솔 4그루 주변 환경정비

200 200(주전동2, 전하동1, 방어동1)

경관포구 조성
주전, 방어진경관포구조성

200 200(양식장, 어판장, 통합간판 및 도색지원)

구분 대상 지역 및 사업내용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계 1,240 580 580 80

도시경관의기록화사업
주요 조망점에서 분기별 파노라마사진

90 30 30 30촬 , 화보제작

도시시설물 디자인 간선도로변 가로시설물 통폐합 및 도색 500 500
개선 사업 가로시설물 통합 지주 설치 500 500

경관개선홍보사업 경관을 주제로 한 공모전 개최 등
150 50 50 50(경관계획에서 제시) 경관의 대중 인식확대

구분 대상 지역 및 사업내용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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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참여활성화
1) 시상제 및 공모전

2) 디자인 교육 및 주민 협의체 지원

소 계 120 40 40 40

동구 멋집 시상제 우수 건축물 선정 시상 30 10 10 10

아름다운 간판 시상제
돌고래 디카부대 및 주민참여를 통한

30 10 10 10
멋진 간판 선정 시상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 조례상의 자문대상 시설물 중 선정 60 20 20 20

구분 사업내용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 계 180 60 60 60

동구를 사랑하는
20명 정도 90 30 30 30디자인모임운

경관관련업체교육 디자인, 건축, 토목, 광고, 조경, 조명 30 10 10 10
및세미나 관련업체

동구 도시디자인
동별 추진 위원회 지원 60 20 20 20추진 협의체

구분 사업내용 연도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085-116울산보고서4,5장  2010.3.25 5:45 PM  페이지114



- 연구진-

울산광역시 동구청 정책개발·도시디자인팀

정책개발·도시디자인 팀장 이형우
도시디자인 담당 이환용, 김인
정책개발 담당 박상식, 김성자, 이지미
해양개발 담당 신명균, 허정식, 김태형

문의
주소 : 682-70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222)
TEL : 052)209-3866 
FAX : 052)209-3859
E-mail : arch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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