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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여건

제 1 절 자연적 여건

1. 위치

울산은 동아시아의 중앙부, 한반도의 동남단, 태백산맥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가지산을 중심으로 고헌산․신불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이른바『영남알프스』

와 여기서 발원한 태화강이 광활한 평야를 이루면서 시가지 중심부로 굽이쳐 흐르

고, 수심이 깊어 천혜의 항만 조건을 구비한 울산항은 동해와 접하여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

동서간 거리는 44.03㎞, 남북간 거리는 43.18㎞이며, 남쪽으로 부산이 64㎞, 북쪽

으로 경주가 39㎞, 대구 80㎞, 서쪽으로 양산이 46㎞ 떨어져 있고, 일본과는 대한해

협을 넘어 불과 160㎞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위도상으로는 미국의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이란의 테헤란(Teheran) 등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표준시보다 약 9시간 빠른 지역이다.

【표 Ⅰ-1-1】

울산의 위치

위  치 지      명 경도․위도

극  동

극  서

극  남

극  북

북구 당사동 265-2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2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374-3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산109-1

동경 129도 27분 47초

동경 128도 58분 14초

북위  35도 19분 36초

북위  35도 43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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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

울산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방어진, 염포, 장생포항을 중심

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왔으며, 서쪽으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남쪽

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북쪽으로는 경상북도 경주시를 접하

고 있다.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종주하여 고헌산, 가지산, 신불산, 운문산 등의 준령이 병풍

처럼 가로막고 있고, 태화강 하류에는 현재 신시가지로 변한 삼산평야가 있었으며,

경주방면인 북에서 내려온 동천은 태화강과 합류하여 울산만으로 흐르고 있다. 울

산만에는 국가수출 1위 항만인 울산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울산본항, 미포항, 장생

포항, 울산신항, 방어진항, 정자항 등이 있다.

이들 항만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공업용수가 풍부하고 지반이 경암질로 되어 

있어 공장건설은 물론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1995년 울산시․군이 통합되어 면적이 1,060.7㎢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에 걸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부고속국도 

등 3개의 고속국도와 5개의 일반국도, 철도, 항공, 항만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보

로 산업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울산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최대의 산업도시이며, 앞으로 33선석의 신항만을 울산항에 추가 건설하고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여 21세기 국제무역도시로 발돋움하는 한편, 새로운 항만경제권

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등 이

름난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영남알프스로 이름난 가지산․신불산․간월

산과 진하․일산 해수욕장, 강동․주전 해변, 대왕암 공원 등 산악과 해안이 공존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대륙에서 가장 해가 먼저 떠오르는 간절곶은 일출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울산대공원, 울산체육공원, 태화강대공원 등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태화강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역사와 문화, 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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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겨울의 찬 북서풍을 막아 기온을 따뜻하게 하고, 바다에

서 불어오는 해풍이 기온을 조절하여 기후는 온화한 편이다.

2014년 울산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4.7℃였으며, 월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12월이 

2.6℃로 가장 낮았고, 7월이 25.9℃로 가장 높았다. 총 강수량은 1,398.7㎜로 월별 

강수량중 12월이 6.5㎜로 가장 적었고, 8월이 577.5㎜로 가장 많았다.

【표 Ⅰ-1-2】

연도별 기온 및 총강수량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온

현황

평균 14.0 13.7 13.7 14.8 14.7

최고 35.4 34.6 35.4 38.8 34.9

최저 -8.5 -13.5 -11.6 -12.2 -6.5

총강수량 1,161.6 1,233.2 1,458.1 859.4 1,398.7

※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표 Ⅰ-1-3】

2014년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3.9 4.8 9.5 14.4 19.9 21.7 25.9 24.3 21.9 16.7 11.3 2.6

강 수 량 8.6 98.5 122.4 91.2 45.7 73.6 96.9 577.5 113.2 120.3 44.3 6.5

※ 자료 : 기상청 기상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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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적 여건

1. 인구 및 세대

2014년 12월 31일 기준 총 인구는 1,192,262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남자는 617,764명, 여자는 574,498명이며, 세대수는 442,250세대이다.

【표 Ⅰ-1-4】

연도별 인구․세대수
(단위：세대, 명)

연   도 세 대 수
인          구 세대당

가족수
인구밀도
(명/㎢)계 남 여

2010 405,501 1,142,341 589,180 553,161 2.82 1,078.7

2011 412,561 1,153,915 595,683 558,232 2.79 1,091.3

2012 422,177 1,166,503 602,762 563,741 2.76 1,100.3

2013 431,595 1,178,907 609,947 568,960 2.73 1,111.9

2014 442,250 1,192,262 617,764 574,498 2.70 1,124.2

주) 외국인 포함

【표 Ⅰ-1-5】

구․군별 세대 및 인구 현황
(단위：세대, 명)

구 분

계 내   국   인 외   국   인

인     구
세 대 

인     구 인    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92,262 617,764 574,498 442,250 1,166,377 600,904 565,473 25,885 16,860 9,025

중  구 241,407 123,327 118,080 92,545 238,825 122,178 116,647 2,582 1,149 1,433

남  구 353,362 180,328 173,034 132,974 347,759 177,310 170,449 5,603 3,018 2,585

동  구 183,587 98,687 84,900 67,951 176,668 93,546 83,122 6,919 5,141 1,778

북  구 191,196 99,206 91,990 65,589 188,733 97,540 91,193 2,463 1,666 797

울주군 222,710 116,216 106,494 83,191 214,392 110,330 104,062 8,318 5,886 2,432

※ 자료：시정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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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구역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로 울산군의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전

지역과 청량면 두왕리, 범서면 무거․다운리, 농소면 송정․화봉리를 울산특정공업

지구로 지정․공포하고, 같은 해 6월 1일 법률 제1068호로 위 지역을 울산시로 승

격하면서 울산군은 울주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많은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었고,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

5243호로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행정구역은 4자치구 1군, 4읍․8면․44동․1,515개 리․통, 10,377개 반으로 구성

된 도․농 복합도시이다. 총 면적은 1,060.7㎢이며, 중구 3.5%, 남구 6.9%, 동구 

3.4%, 북구 14.8%, 울주군이 7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Ⅰ-1-6】

행정구역 현황

(2014. 12. 31)

구  분 면 적(㎢)
행      정
읍․면․동

법정리동 리․통 반

계
1,060.7

(100%)
56 190 1,515 10,377

중    구
37.0

(3.5%)
13 18 302 1,972

남    구
73.0

(6.9%)
14 19 424 3,147

동    구
36.0

(3.4%)
9 8 223 1,433

북    구
157.3

(14.8%)
8 27 216 1,929

울 주 군
757.4

(71.4%)
12 118 350 1,896

※ 자료：시정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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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총 485,603필지이며, 면적은 

1,060.7㎢이다. 시 전체 토지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1.7배 규모로 토지이용 지목별 

분포사항을 보면 전, 답 등 농지가 144.9㎢(13.7%), 임야 674.7㎢(63.6%), 대지 46.3

㎢(4.4%)와 공장용지가 54.3㎢(5.1%), 공공용지 96.7㎢(9.1%)이고, 잡종지 등 기타 

43.8㎢(4.1%)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Ⅰ-1-7】

구⋅군별 토지 등록현황

(단위：필지, ㎢)

구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필지수 485,603 45,010 54,613 21,355 72,537 292,088

면  적 1,060.7 37.0 73.0 36.0 157.3 757.4

※ 자료：토지정보과

【표 Ⅰ-1-8】

지목별 면적 현황

(면적：㎢)

구․군 계 농경지 임 야 대 공장용지 공공용지 기 타

계 1,060.7 144.9 674.7 46.3 54.3 96.7 43.8

중  구 37.0 5.4 14.2 7.5 0 8.2 1.7

남  구 73.0 4.6 18.6 10.3 20.8 13.7 5.0

동  구 36.0 1.9 18.3 4.7 6.2 4.2 0.7

북  구 157.3 25.6 100.2 6.1 6.4 14.6 4.4

울주군 757.4 107.4 523.4 17.7 20.9 56.0 32.0

※ 자료：시도지적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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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 ․ 경제 현황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가장 선진화된 산업클러스트로 조선, 석유화

학,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여 입체적인 물류인프라로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표 Ⅰ-1-10】

지역내 총생산(GRDP)
(단위 : 10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울산 51,271 59,159 68,398 70,783 67,701

전국 1,065,665 1,172,742 1,241,582 1,272,459 1,427,301

※ 자료：울산통계연보

【표 Ⅰ-1-11】

지역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울산 71,384 101,480 97,213 91,513 92,400

전국 466,384 555,214 547,870 559,632 572,665

비중(%) 15.3 18.3 17.7 16.3 16.1

※ 자료：울산통계연보

2013년 기준 울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6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이 30.5%, 농림․어업은 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Ⅰ-1-12】

산업구조 현황
(단위：%)

광공업 및 제조업 농림․어업 서비스산업 및 기타

69.2 0.3 30.5

※ 자료：울산시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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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광공업생산액은 217조 280억원으로 전국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

며, 전국 2위 규모이다.

【표 Ⅰ-1-13】
광공업 생산액

(단위：10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울산 152,555 175,712 228,545 230,601 217,028

전국 1,124,787 1,337,614 1,505,240 1,514,283 1,498,750

※ 자료：울산시정백서

우리 시에는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 일반지

방산업단지가 11개소가 있다. 기존의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및 집적 활성화를 위하

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단지별 규모 및 입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Ⅰ-1-14】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현황

연도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입주업체(개소) 844 878 897 923 854

생 산 액(억원) 1,176,930 1,377,491 1,521,707 1,449,281 1,384,433

수   출(백만$) 53,923 73,183 68,130 65,272 67,844

고      용(명) 89,244 90,854 99,435 102,629 103,911

※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표 Ⅰ-1-15】
온산 국가산업단지 현황

연도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입주업체(개소) 313 322 332 352 337

생 산 액(억원) 384,750 496,204 551,114 485,461 453,468

수   출(백만$) 16,815 26,138 26,401 21,434 22,006

고      용(명) 14,671 14,872 16,679 16,529 16,892

※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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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16】

농공단지 현황

(2014.12.31, 단위 : 천㎡, 개사, 명)

단지별 지정일자 위   치 면적 입  주
업체수

고용인원
(명)

계 594 108 3,510

달   천 ‘97. 3. 11 북구 달천동 일원 262 77 1,491

상   북 ‘86. 12. 8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 139 12 804

두   서 ‘90. 2. 2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일원 123 15 682

두   동 ‘93. 12. 16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70 4 524

※ 자료 : 투자지원단

【표 Ⅰ-1-17】
일반산업단지 현황

(2014.12.31, 단위 : 천㎡, 개사, 명)

단 지 별 조성규모 입주규모
입    주 미  입  주

업체수 면 적 종업원수 업체수 면 적

합    계 7,062 3,248 333 3,214 9,375 - 24

매    곡 556 304 52 304 2,011 - -

중    산 128 68 18 68 535 - -

길천(1차) 532 337 36 337 1,703 - -

모 듈 화 863 509 26 509 1,805 - -

신 일 반 2,423 688 69 671 1,731 - 7

이    화 696 451 1 451 - - -

봉    계 255 174 8 157 - - 17

길천(2차) 1,011 330 48 330 1,590 - -

중산 2차 364 223 43 223 - - -

매 곡 2 76 44 12 44 - - -

매 곡 3 158 120 20 120 - - -

※ 자료 : 시정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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