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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진흥

1. 산업정책 

▪집필 ❙산업진흥과 산업정책담당 박순철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의 모태로 한민국 근 화를 주도했던 울산

시는 로벌 무한경쟁시 를 배경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 환이라는 새

로운 도 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실에서 우리시는 2004년 수립된 『지역 신발  5개년 계획』에 의거 

하여 자동차․조선해양․정 화학․환경산업을 4  략산업으로 선정하 고 오

토밸리 조성  화학 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2008년부터 시작된 2단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에서는 1,900여억원의 사업비로 

신화학실용화센터, 친환경청정기술센터 등을 조성함으로써 화학 신클러스터를 완

성해 나갈 정이다. 

  아울러 IT, NT, BT 융복합기술을 기간산업에 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

고 생산  연구기능이 혼재된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린 기차 연구기반, 

2차 지 산업기반의 유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에 력을 다하고 있다. 

가. 지역산업진흥사업

  주력기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해 1단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2002~2007년)으

로 조성한 인 라(오토밸리, 정 화학센터, 테크노 크 본부동, 기술 신동 등)의 

활용을 해 R&D 등 SW사업과 1단계사업에 제외되었던 환경산업 등은 육성기반

에 을 두어 2단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2008~2012년)을 본격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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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사  업  명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918.4 955.4 637.8 325.2

소    계 477.1 278.3 65.5 133.3

자

동

차

H/W
자동차모듈화부품 
기술고도화 지원 인 라구축 79.0 46.5 32.5 0.0 

S/W

기술개발

특화분야(차체의장샤시)선도기술개발 48.7 36.5 0.0 12.2 

특화분야(차체의장샤시)기획기술개발 82.8 62.1 0.0 20.7 

특화분야(차체의장샤시) 신
자원연계형 기술개발 105.6 79.2 0.0 26.4 

기업지원 자동차 부품특화 마  사업 35.0 14.0 15.0 6.0 

인력양성
자동차 R&D 문인력  

문기술 인력 양성사업 126.0 40.0 18.0 68.0 

소  계 582.7 300.5 222.7 59.5

정

화학

H/W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사업 342.0 137.3 204.7 0.0 

S/W

기술개발

첨단화학소재 지역 략산업 
선도기술개발 사업 48.6 36.5 0.0 12.1 

첨단화학소재 지역 략기획 
기술개발사업 82.8 62.1 0.0 20.7 

첨단화학소재 신자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52.8 39.6 0.0 13.2 

기업지원
정 화학 로벌 마  
역량 강화 사업 40.0 16.0 13.0 11.0 

인력양성
장맞춤형 정 화학 문 

인력 양성 16.5 9.0 5.0 2.5 

소  계 193.4 114.9 24.0 54.5

조선

해양
S/W

기술개발

블록생산공정 신 기술개발 19.5 14.6 0.0 4.9 

선체블록생산설계시스템개발 
 부방식기술개발 55.2 41.4 0.0 13.8 

고부가 선박  해양구조물 기술개발 19.2 14.4 0.0 4.8 

인력양성 조선해양 기능인력 양성사업 99.5 44.5 24.0 31.0 

지역 신사업 황

[표 Ⅱ-3-40]                                                                      

○ 2단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 : 27개 단 사업(08-12년)   (단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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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사  업  명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  계 380.9 173.2 167.9 39.8

환경

H/W 친환경청정기술지원센터 242.2 90.3 151.9 0.0 

S/W

기술개발

자원순환형 3R분야 
선도기술개발사업 0.0 0.0 0.0 0.0 

기후변화 응분야 
략기술기획 개발 27.6 20.7 0.0 6.9 

친환경청정기술분야 
신자원연계형기술개발 33.6 25.2 0.0 8.4 

기업지원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 
약 응 기업지원 36.5 19.0 8.0 9.5 

인력양성 환경산업 문인력 양성사업 41.0 18.0 8.0 15.0 

소  계 284.3 88.5 157.7 38.1

공통

사업
S/W

기술개발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116.3 0.0 87.0 29.3 

기업지원
회원제 기술지원사업 54.0 16.0 38.0 0.0 

략산업연계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바우처사업) 38.0 20.0 9.2 8.8 

인력양성 울산지역인력양성 
공동기획사업 12.0 8.5 3.5 0.0 

기획단운
울산 략산업기획단 
운 사업 64.0 44.0 20.0 0.0 

○ 기타 지역혁신사업 
 (단  : 억원)

부 문 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  업  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687.7 276.7 313.2 97.8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RIS)

난 육성 사업 07~10 36.2 25 5.2 6

테크노 크 조성(TP)

울산테크노 크 
조성(1단계) 04~09 420.7 132.6 242.3 45.8

울산테크노 크 
운 (2단계) 08~12 99.4 49.7 49.7

지역기술 신센터(RIC)
네트워크 기반 

자동화 02~12 128 66 16 46

지역 신네트워크 활성화 
사업(Inno-Cafe&Hub사업)

소기업진흥공단 04~계속 1.9 1.9  

울산 TP 05~계속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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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사업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사업은 정부의 지역발 정책의 핵심인 5+2 

역경제권 구상을 뒷받침하는 동남 역경제권 선도 로젝트로 2008년 9월 제2차 

국가균형발 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며,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융합된 미래

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울산지역의 부족한 공장용지 난을 해소하고 연구

개발 역량을 확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테크노산단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에서는 체 23.1㎢  1단지 1.6㎢에 

하여 우선 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그린에 지 련 생산  연구

단지를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가격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기업의 투자활성

화가 기 되며, 연구와 실증화  생산기능이 서로 시 지효과를 통해 성장을 견

인하여 새로운 산업단지 모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에서는 테크노산단 조기 조성을 하여 2009년 3월에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하 고, 같은 해 5월에는 울산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

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총량을 확정하 으며, 앞으로 2010년 

6월부터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1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5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부지 조성공사는 2011년 9

월에 착공하여 2015년 3월에 공할 계획이다.

다. 2010년 업무계획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여 2단계 지역 략산업 진흥사업을 지속 추진하

고 각 사업의 성과거양에 노력할 것이다. 한, 산학연  의회(URIGO 2030)를 

활용하여 역경제권 선도산업  역연계 력사업에 울산 지역기업  연구기

의 참여확 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구축을 하여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단지 내 입주할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의 기본 

 실시설계를 비하고, 그린 기자동차 연구기반의 구축사업을 한 비타당

성조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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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조선

▪집필 ❙산업진흥과 자동차조선담당 김갑수

가. 자동차산업

  우리시는 연간 150만  생산규모의 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 5백여개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집하여 국내 자동차생산의 26.3%를 하고 있으며 동남권 

수송기계산업의 거 지역으로서 국내 최 의 자동차 생산 집 지이다. 

지역 자동차산업 황

[표 Ⅱ-3-41]                                                         (단 ：개, 명, 억원, %)

지역별 생산액
 국

비 

부 가

가 치

 국

비 

사 업

체 수

 국

비 

종 사

자 수

 국

비 

울  산 310,865 26.3 107,112 28.4 220 7.2 49,378 19.0

부  산 52,856 4.5 17,639 4.7 183 6.0 10,089 3.9

경  남 82,817 7.0 26,170 6.9 515 17.0 26,016 10.0

  국 1,182,960 100 376,720 100 3,037 100 259,435 100

 주) 10인이상 업체 기 , 자료 : 통계청 공업통계조사보고서(2008)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인 완성차업계의 구조개편과 함께 모듈화 

 친환경차 개발 등 격한 기술변화의 환경 속에서 지속 인 경쟁력을 갖추기 

해서는 기술 심의 고도화 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시는 그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오토밸리 조

성사업(2002～2007년)의 성과 극 화  지속 인 발 방안 마련을 통해 기술주

도형의 세계 인 자동차 신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는 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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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개원한 자동차부품 신센터(758억원, 연건평 20,363㎡)를 통해 기업체 

장비이용지원, 공동연구개발 등을 본격 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신센

터 구축사업의 마지막 해인 2007년부터 센터의 장기 인 발 과 자립기반 확보를 

해 다양한 사업을 개하고 있다. 

  공장형 창업보육공간 확충을 한 업 신  건립과 충돌시험장을 종합안

시험센터로 발 시키기 한 Sled시험장 구축이 핵심사업으로 2008년 8월 공했

다. 자동차 차체 제작용 형 형 표면처리장비로서 형 구내수명을 향상시키

는 이온질화표면처리장비를 2009년 5월 구축 완료했다.

  재, 자동차부품 신센터(APIC; Automotive Parts Innovation Center)는 자

동차 부품소재 련 R&D 인력․장비․시설이 집 화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

크) 매곡지구의 거 시설로 국 최고, 최 의 지역특화센터로 인정받고 있다.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해서는 자동차 모듈부품 평가  경량화 장비를 

구축하고, 문기술인력 양성 확 , 맞춤형 마  지원, 장 착형 기술지원 등

을 하고 있다. 

  한편, 미래형 자동차 산업도시로의 이미지 선 과 수소경제 선도도시 거  

확보를 해 그린카 선도도시 육성 련 업무 약(시↔ )을 2009년 10월 체결

하여 수소연료 지자동차 2 (투싼)를 인도받아 2010년까지 모니링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수소충 소도 남구 야음동 동덕산업가스 내 1기를 구축했다.

  한, 동남 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수송기계 산업 분야의 “그린카 오토벨

트 구축 사업”을 통하여 울산을 심으로 한 그린카 핵심부품  모듈부품을 

개발하여  로벌 생산거  도시로 발 시켜 나갈 계획이며, 산업단지 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는 오토밸리 사업이 부족한 소 트웨어 측면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산단 내 R&D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조선해양산업

  우리시는 세계 최  규모이자 제1 의 조선업체인 공업과 세계 5 인 

미포조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공업을 비롯한 200여 조선기자재 업체가 

치하고 있어 조선산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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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말 기  통계청의 「 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액은 

25조 2,266억원으로 국 2 ( 국 비 37.9%)이며, 부가가치액에서는 9조 3,405억

원으로 국 1 ( 국 비 42.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조선산업의 여건

 [표 Ⅱ-3-42]                                                      (단 ：개, 명, 백만원, %)

지역별 생산액
국

비
부가가치

국
비

사업
체수

국
비

종사자수
국

비

울 산 25,226,648 37.9 9,340,494 42.8 189 17.1 42,429 32.7

부 산 3,436,639 5.2 1,153,010 5.3 125 11.3 6,782 5.2

경 남 31,163,755 46.8 9,175,362 42.1 589 53.4 64,265 49.5

 국 66,622,537 100 21,802,408 100 1,104 100 129,827 100

주) 10인 이상 업체 기 , 2008년 기  통계청 DB 자료(분류코드 : 선박  보트건조업)

  반면, 국내 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선산업 집 육성, 국외 으로는 후

발국인 국의 정책 인 육성으로 인한 부상 등 세계 조선시장의 격한 변

화가 견되고 있다.

  이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 고부가 선종 개발, 해양구조물 사업 등의 기

술개발과 소기자재 업체의 자생력 기반구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정책 안으

로 부각됨에 따라서, 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

역 략산업진흥사업 2단계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 2009년부터는 기업체간 인  네트워크인 미니클러스터를 구축․운 하

여 기업 비 기술인력  생산기반이 미비한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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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 ․신소재

▪집필 ❙산업진흥과 화학신소재담당 김규열

  2008년도 울산 지역내 연간 화학산업 생산량은 86.8조원이며, 수출액 367억불로 

각각 국 1 다. 지난 50여년간 울산은 한민국 첨단화학 산업의 요람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이제 동북아 최고의 화학의 도

시로서, 바이오화학, 이차 지, 태양  등 신성장 동력산업과 어우러진 화학산업 

신르네상스 시 를 열고 있다.

 [그림 Ⅱ-3-1]

  주) 울산 8경으로 선정된 무룡산에서 바라 본 석유화학 공단야경 

가. 울산 화학산업 황  

  국가 9  주력산업의 하나인 화학산업은 1960년  이후 산업입국, 수출 국 건

설에 지 한 공헌을 한 이래, 21세기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나노, 생명공학, 

자정보, 에 지 기술 등과 목하여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그 심에 

화학산업의 메카 울산이 있다.

  국 최 로 조성된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비롯, 2,100만㎡에 이르는 범 한 면

에 380여개의 소 화학 기업들  국내 1 의 화학․에 지기업인 SK에 지, 

국내 3 의 S-OIL을 비롯, SK 미칼, 삼성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과 송원산업, 삼성정 화학 등 정 화학 기업은 물론 바스 , 

듀폰, 다우, 솔베이, 로디아폴리아마이드 등 세계 인 화학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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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20여개가 넘는 국내 최 의 화학 클러스

터가 울산항과 인 하여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Ⅱ-3-2]

  주) 울산 3  주력산업 분포 : 한국 산업수도 울산은 북구를 심으로 한 자동차 클러스터, 동구의 

조선클러스터, 남구 울주군의 화학/에 지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내 주요산업 비교
[표 Ⅱ-3-43]                                                                     (단 ：억원)

구  분 부가가치 생산액 종업원수 부가가치/
생산액

생산액/
종업원수

자 동 차 107,112 310,865 49,378 0.34 6.296

조    선 93,405 252,267 42,429 0.39 5.95

석유화학 128,894 868,316 17,146   0.148 50.64

  주) 2009년도 업 ․ 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08년 기 )

  뿐만 아니라 국에서 유일하게 략산업으로서 정 화학산업을 육성하고 있으

며, 울산 화학의 날 제정을 통해 화학산업의 요성도 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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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3-3]

  주) 제 3회 울산 화학의 날 행사 (2009.3.19)  테크노 크 개원식을 개최하고 있다.

  1968년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공식을 기념한 3월 22일을 “울산 화학의 날”로 지

정하여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화학산업에 한 끊임없는 애정과 화학산업 

육성 의지는 화학의 날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울산 화학의 날은 국가 화학산업의 날 제정에도 큰 향을 주었는데, 정부는 지

난해부터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공한 1972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 10월 31일을 

국가 화학산업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 다. 에는 울산, 가을에는 서울

에서 년 2회 화학과 화학산업을 알리는 행사가 개최되어, 화학산업 종사자들의 사

기앙양에 기여하게 되었다. 

나. 화학산업 육성 략

1) 화학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생산만 있고 R&D가 없는 산업도시는 21세기 치열한 로벌 경쟁 구도를 이겨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울산시는 정 화학기업을 종합지원하는 울산정 화학센터, 

시험평가와 국제인증업무를 지원하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유망기업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테크노 크 기술 신동을 2009년까지 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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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3-4]

 

주) 화학 신단지 1단계사업 2009년 완료

   북측에서부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남본부, 울산

   정 화학센터, 테크노 크 본부동, 기술 신동

주) 화학 신단지 2단계 조감도

    좌측은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 우측

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그러나 지역 화학산업 규모 비 연구개발을 지원할 R&D 기능이 거의 

무한 실정으로서 2002년 이후 R&D기  유치에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10여년간의 노력으로 정 화학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해 

나갈 국내 유일의 화학산업 종합 연구지원단지 모습이 갖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2) 전략산업인 정밀화학산업 육성

  울산시는 2002년부터 정 화학산업을 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  육성해오

고 있으며, 본 사업을 이끌어갈 3  핵심기  설립 사업이 진행 에 있다.

  기업지원 업무를 총 하는 울산정 화학센터는 2007년 개소하여 국 최고수

의 특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 화학 문기업 육성, 시험분석 지원(년 9,000여건), 시

험생산 지원(년 25개사, 500여건), 연구공간 임 (28실)는 물론 정 화학 로

벌 마  역량강화사업 추진, 지역 기업체의 수요 맞춤형 소재 실용화사업, 

장 맞춤형 정 화학 문인력 양성사업 등 정 화학 육성을 한 포 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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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첨단․융합형 신기술 개발을 해 지방기술 신사업(86억원), 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150억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77억원) 등 형R&D 사업

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정 화학센터와 동시 개소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남본부는 동남권, 

경권을 포함하여 국제시험인증 업무를 담하고 있으며, 화학기업은 물론 

자동차, 조선 련 기업체의 시험분석 수요까지 수용하여 년 11,000회(60,000건) 

이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 기업체에 한 시험평가비용 20%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산

업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의 화학환경규제에 처하기 하

여 신화학물질 규제 응센터를 구축하여 EU REACH 등  세계 인 화학 

환경규제에 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R&D분야를 담하게 되는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는 

R&D를 기업체 제품개발과 생산에 연결하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수범 사업사례

이다. 이미 울산시와 한국화학연구원은 공동 연구사업비 51억원으로 5년간 지

역 기업체 R&D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형 R&D 사업에도 울산지

역 기업체들의 참여를 확 해 가고 있다.

  특히, 제 4회 화학의날에 기공식을 개최하는 신화학실용화센터는 2009년 6

월 건축설계에 착수, 2011년 하반기에 공될 정이며, 연면  10,127㎡ 규모

로서 한국화학연구원의 축 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지역 화학기업체에 이 하

는 R&D 허  역할을 수행해 갈 계획이다.

3)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와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석유화학단지의 생산효율을 세계  수 으로 향상시켜, 석유화학산업의 기상

황을 극복하고 고부가 화학소재와 에 지의 안정  공 , 탄소 녹색성장 선도 

등 석유화학산업의 로벌 경쟁력 확보를 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발  로드

맵”(RUPI : Roadmap project for Ulsan Petrochemical Industry)을 2009년부터 수

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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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3-5]

  주) 울산 석유화학산업 발  로드맵 비   략 

      석유화학산업이 재의 기를 극복하기 한 략  주요 액션 랜

  정유-석유화학 공단 고도화사업 추진 등 8  분야 100  액션 랜 수립을 목표

로 석유화학단지, 여천단지, 용연단지, 온산단지내 화학 기업체 70여개사가 참

여하고 있으며 2010년 로드맵이 수립되면 1단계(‘11~’12), 2단계(‘13～’15), 3단

계(‘16～’18)사업이 연차별로 추진 될 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로젝트를 2010년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석유화학 고도화 사업은 더욱 더 탄력

을 받게 될 망이다.

4) 신성장동력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울산시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화학산업을 집  육성하고 

있다. 석유를 정제해 석유화학제품을 만들 듯, 식물 등 생물자원(Biomass)를 

정제해 바이오 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만드는 바이오화학산업은 울산의 신 주

력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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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3-6]

  주)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바이오화학산업 비교

      바이오화학은 기존의 석유화학을 체하여 두분의 제품을 구 해 갈 수 있다.

  울산시는 국내 최고수 의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하여 고유가, 석유자원고갈, 지

구 온난화 등의 근본 인 책이 될 수 있는 꿈의 기술을 구 하고자 2012년까

지 300억원의 사업비로 건축면  1만㎡의 국내 최 의 바이오화학 문 연구기

인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를 건립한다.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가 심이 되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와 제품화에 주

력하고, 바이오화학 실증화 단지, 산업단지를 통해 문기업을 집  육성하는 한

편 자동차, 자, 의류 등 산업 반에 감성소재, 경량화소재를 공 하여, 정부의 

탄소 정책에 솔선하고 울산의 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갈 계획이다.

5) 미래 첨단화학, 전지산업 육성

  이제 화학산업은 기존의 기 원료 생산 심에서 탈피하여, 고부가 소재, 첨단

화학산업으로 환하고 있다.  정부에서 가장 을 두고 있는 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 이미 울산에서 실 되고 있으며, 선두에 지산업이 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솔베이 미칼 한국연구시험센터와 울산정 화학센터가 공

동 개발하고 있는 2차 지용 화학소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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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기술 학교는 길이 10마이크론, 직경 200나노미터 실리콘 나노튜  

합성기술, 거나 망가트려도 단락 상이나 지 성능 하가 없는 휘는 고체형 

필름 지 기술, 휴 폰 충 시간을 기존 비 1/6로 단축하는 기술 등 세계 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울산 학교도 지난해 12월 물리학과와 화학과가 공동으로 2017년까지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에 지 하베스트 스토리지 센터를 구축하 으며 지역의 

에 지 련 기업체들을 하여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울산지역내 기업체들의 투자도 활발하다. 하이테크밸리내 국내 최

 규모의 SB리모티 의 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 지 공장 기공식이 지난해 9월

에 있었으며, 온산단지내 불소계열 첨단화학 공장설비를 지속증설해온 솔베이사

는 1000만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  규모의 리튬이온 2차 지의 해액 첨가제

(F1EC) 공장 기공식도 지난해 11월에 개최되었다. 

  울산시는 이차 지 산업을 육성하기 하여 연구기 과 련 기업체 유치, 행

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송분야에서 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지 자동차로

의 속한 패러다임 환에 발 빠르게 응해 갈 계획이다.

6) 첨단화학의 빛, 태양광 산업 육성

  울산은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태양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울산 화학기

업들은 그간의 장치산업 심의 략에서 보다 문화, 세분화, 미래형사업으로 

포토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태양 지 보호용 필름사업을 통해 태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석유화학은 

이미 2009년말 30MW  태양 지 셀공장 공을 통해 본격 인 사업을 착수하

으며 그 외 KCC, 경동도시가스, SK에 지, 삼성석유화학 등 많은 화학기업들이 

태양  사업을 착수하 거나 착수를 울질 하고 있다.

  울산시는 테크노산단 내에 에 지 분야를 선택 으로 지원할 연구  실증화단

지인 복합에 지컴 스를 조성하고 태양 , 풍력 등 에 지 련 기업체를 집

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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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화학․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국내 최 의 화학산업단지와 다운동 화학산업 종합 연구지원단지, 화학분야 세

계 일류화 로그램를 추진하는 울산 학교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 자원, 카이

스트, 포스텍과 함께 국내 3  이공계 특성화 학인 울산과학기술 학교, 매년 확

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잇는 거 한 화학산업벨트가 구축되어 석유화학산

업 고도화, 략산업인 정 화학 육성, 신성장동력 바이오화학산업을 후방 지원

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에 지 신도시에 입주할 에 지 리공단, 에 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에 지기 과 에 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유치 ), 테크노산단 내 에 지 콤 스

는 이차 지, 바이오화학, 태양 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세계 인 수 으로 끌

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국제 력을 통해 선진 첨단화학 도시로서의 세계  상을 확보하고 

로벌시  세계 인 첨단화학 클러스터와의 기능  연계와 활발한 기술과 인  교

류를 통해 울산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자 한다.  

  신항만 건설과 함께 3000만 배럴 장시설 건설 등 동북아 오일허  등 클러스

터가 더욱 확 되고 있어 울산의 화학산업 경쟁력은 더욱 강해지고, 미래도 밝아

지게 될 것이다.

8) 그린화학의 도시 구현

  공해도시 울산은 태화강의 기 을 이루었다.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바 었

으며 수질뿐만 아니라 기도 기 을 이루어 내었다.  국 7  도시의 미세먼지, 일

산화탄소 농도 등 기환경지표 조사결과 서울, 부산, 인천 등 타 역시에 비해 낮

거나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 이후 무려 4조 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울산의 기업들, 공해산업으로 주

목받아온 화학기업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이제 화학기업들은 그린화학, 첨단

화학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국가차원의 든든한 후원자 그룹인 녹색화학포럼도 공식 인 활동에 들어갔다.  

2009년 12월 창립한 녹색화학포럼은 화학산업계, 화학분야 R&D기   학회, 지

식경제부, 울산 역시  련 지자체 등 19개 기  표가 정책 원으로 참여하

으며, 한국화학연구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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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산업이 가진 다양한 이슈에 한 토론과 정책 안을 통해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어 온 화학산업을 로벌 경쟁력을 갖는 선진 산업으로 

발 시키기 한 노력을 산학연 이 력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확보된 셈이다. 

  앞으로  지구  과제인 이산화탄소 감과 기후변화 약 등 코펜하겐 의제는 

화학산업의 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상된다.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고도화하

고, 바이오화학산업을 비하며, 이차 지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 간다면 

2017년 첨단화학기업 630개, 수출액 500억불 달성 등 울산 화학산업 비  실 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미래첨단산업

▪집필 ❙산업진흥과 미래첨단산업담당 박차양

가. 환경산업 육성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세계 인 문

제로 인식되면서 성장 주의 략에서 지속가능한 발 으로 패러다임의 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 구조  측면에서 IT․BT․NT 등 고부가가치형 산업

구조로의 재편과 함께 기존의 통산업도 환경친화  생산구조로의 환이 필요

한 시 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환경문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세

계 모든 나라에 있어 단히 요한 사회  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산업은 정보통신, 바이오산업과 더불어 21세기에 가장 각 받는 유망산업으로 기

를 받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지구환경을 보 하기 하여 개별국가, 지역  

지구차원에서 환경규제의 강화와 환경 련 분야에 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세계 

환경산업과  환경시장은 지속 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최근 무역과 환경의 연계 등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는 이미 각국의 산업과 

국가간 교역에 직․간 인 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두하면서  세계 으

로 환경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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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은 일반 으로 환경오염과 생태 괴를 사 에 방하고 환경악화로 인

한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악화된 환경을 개선․복원하거나 환경자원의 이용과 

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지칭할 수 있다.

  우리시는 그동안 자동차, 석유, 조선 등 화학공업의 요체로서 70년 부터 80년

까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고, 재 국 공업생산액의 12.6%( 국 2 )

를 차지하는 국가의 심  산업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산업에 있어 노동력  자본의 투입에 의한 생산력의 한계에 도달하

고, 세계 각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여 통산업

을 체할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 에 응하고 통산업이 직면한 성장한계를 극복하

기 하여 지역내 집 화된 화학공업의 환경수요를 바탕으로 한 환경산업을 우

선 육성 가능한 산업으로 보고 ‘울산 미래산업(환경산업) 육성을 한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2003. 8～2004. 2)하 고, 제1차 『지역 신발  5개년 계획(2004～

2008)』에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 화학산업과 같이 환경산업을 4  략산

업에 포함시켰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  장비, 문  지식의 공유, 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환경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울산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운영

  울산 역시 구 다운동 411번지 일원(산업연구단지)에 부지 2,300㎡, 연면  

7,987㎡, 센터본부동 3,987㎡, 시험생산동 4,000㎡의 규모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약 242억원(국비 90, 지방비 152)으로 건립 에 있다. 

  환경산업은 다학제 , 융합 이며 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표 인 

지식기반신산업으로 향후 울산 뿐 아니라  세계 으로 유망한 신산업으로 지역

의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기반산업을 보다 육성하기 한 고도화 략산업으로 울

산의 미래를 해 략 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에서 가장 요한 것은 기술개발  사업화이며, 이를 해

서는 환경산업 기술개발  사업화를 선도할 핵심거 기 으로서 연구개발 심

의 환경특화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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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환경산업 수요에 비해 지식  기술의 공 자가 부족한 실에서 최근 환

경에 지 특화 학인 울산과학기술 학의 설립  석유공사, 에 지 리공단, 에

지 경제연구원 등 공공기  이 정으로 기술공 자가 가시 으로 보완되고 

있는 상황으로 산학연 클러스트의 구심  역할  비  제시자의 역할을 할 환

경산업특화센터의 설립이 시 하여 2009년 센터 설립을 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 다.

2) 환경산업 육성․지원 연구기관 유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리 35-3번지에 2선임

본부 12본부 16부 45센터(실,단) 1,159명으로 198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정부출

연 연구기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소기업을 한 제반연

구, 시험, 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7월 25일 상호업무 력을 한 MOU를 체결하여 울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의 기술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차기지역 략산

업으로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을 추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으로 발 해 나

갈 계획이다.

나. IT산업 육성

   IT는 산업의 녹색화에 부응하여 다시 주목받는 산업분야가 되었고 산업+IT 융

합의 추세에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 다.

융합의 메시지를 실 하는 지름길은 SW․IT이다. 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고 꽃

을 피워가는 것은 소 트웨어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IT  특화과

제발굴이라는 명제로 부각되었다. IT 특화과제 발굴과 성공은 지역산업과 국가경

제 성장동력을 이룩하는 길이다.

  정부의 IT융합기술로드맵(2012까지 1조원 규모)에 부응하여 지역 제조산업에 기

반을 둔 IT특화사업 과제 발굴에 역 을 둔 산학연  력개최하는 포럼․세미

나․컨퍼런스․워크 을 개최하여 왔다. 이는 지역 IT 계자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IT Think Tank 역할을 하면서 지역SW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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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는 IT 컨퍼런스 개최, IT 계자 워크   포럼개최, 마 지원과 생

산정보화(기술개발지원) 사업을 (재) 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 다. 

IT업체 황
[표 Ⅱ-3-44]                                                                (단 ：개사, %)

구   분 계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제조)

소 트웨어  
컴퓨터 련 서비스

업 체 수 218 78 57 83

비    율 100 35.8 26.1 38.1

※ 자료 :2009 울산 역시 IT산업 기반조사 보고서(2009. 12)

  1) 『IT 컨퍼런스 ULSAN』개최

  2009년 10월 14일 롯데호텔에서 IT․산업체 계자 507명이 참석하여 『주력산

업 IT융합기술』라는 주제로 개최하 다. 주요행사 내용으로 조선, 석유화학, 자동

차 산업에서 IT융합사례와 발 략을 소개하 다. 

  진행사항으로 국제․국내 인사의 기조연설, 사례발표와 제품 시부스설치로 선

진화된 IT산업 기술을 보여 주 다. 개최가 끝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석

자의 기 치에 부응하는 80%이상 만족도를 높 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IT 컨퍼런스는 우수기술의 벤치마킹,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IT기술 

변확 에 기여하고 있다.

  2) 울산 IT포럼 운영

  울산 IT 포럼을 (사)울산정보산업 회에 탁 운 토록 하고 있는데 (사)울

산정보산업 회는 2007년 3월 9일 창립되어 6개 분과 10명의 임원과 100여명

의 회원으로 운 되고 있으며, 지역 IT분야의 인  네트워크 구축  민간

심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주요추진사업으로 IT기업 계자 교류 증진활동, 략산업 소그룹 

연구활동, 세미나  강연회를 개최하 다. IT분야 인 네트워크와 사업활동의 

다양성을 하여 (사)울산정보산업 회는 민간 심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운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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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T․벤처기업 성장지원사업

  IT․벤처기업 성장지원사업은 IT․벤처기업에 한 국내외 마 지원을 통해 

지역 IT산업 육성과 로벌 벤처기업을 양성하여 IT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 지원사업은 총 43건이고 세부추진사항으로 홈페이지 제작 12건, ERP 시

스템 구축 7건, 그룹웨어 구축 9건, 홍보물 제작 9건, 제품디자인 개발 4건, 교육 2

건이다. 2010년에는 마  지원에 역 을 두어 수요자 심의 지원방식을 보다 

폭넓게 용하여 지역 IT기업 육성과 로벌벤처기업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4) e-Manufacturing 기술개발 지원사업

  e-Manufacturing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IT특성화분야의 기술개발을 집  지원하

고 IT기업․제조업체․ 학․연구기 들 간의 클러스트 구축  업을 장려하여 

새로운 력 비즈니스(cluster) 모델을 개발하면서 특성화분야의 기업육성  활성

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4개 업체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IT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었으며 개발과제

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부품산업을 한 로벌품질경 시스템 개발, 보안스토리

지 개발, RTE기반 PLATE 자동재고 리  치추 시스템 개발, 2D 캐드 & 3D 

뷰어 통합 신제품 개발이다.

  5) U-SAFETY(산업안전정보화) 사업

  제1차사업명 :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산업안  제시스템 개발/구축

  이 사업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질식 등 재해정보를 알려 주어 사

고에 처하는 통합 제시스템 개발과 구축이다. 이 사업 분야는 기술개발 가능성

과 상용화가 큰 Blue Ocean으로 복지증진과 경 비용 감으로 노사상생과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1차 사업 결과 2년간(2006.~2007년) 총 27억원을 투입하여 탐지․통신장치 개발

과 제실을 구축하 다. 한 본 사업 성과물을 토 로 2008 SMM(독일 함부르크 

조선․해양기자재 )에 마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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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사업명 : 조선  화학․일반산업재해로 까지 확 용 개발, 구축

  제1과제는 화학  일반산업재해 방을 한 제시스템 구축  통합 리시스

템 구축, 제2과제는 조선산업재해 방을 한 제시스템 확 개발로 구분하여 

기술개발을 했다.

  제1차사업 기술개발에 이어 개발내용으로 재해 정 알고리즘 개선, USN장

치 개선개발(감지센서 모듈화, 풍향/풍속 센서장치, 고탐지 장치, 개인건강장치), 

장 상 제 지원, 통합 제센터를 구축(실시간 모니터링 환경)했다.

  기술개발 완료 무형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특허 9종, 디자인 5종, GS 인증 2건

구  분 명   칭 출원국 출원일

 특  허

  (1차)

 제조업의 산업안 재해 감시시스템  한, ,일,
 EU

 2008.7.10(韓등록)
 2007.12.28(pct)

 제조업의 산업안 재해 감시를 한
 휴 형 센서   한  국  2010.1.4 등록

 제조업의 산업안 재해 측 방법

  한 국  2007.12.28 상황분석팬턴을 이용한 제조업의
 산업안  재해 측방법

 도면을 이용한 장의 장치 배포리 시스템

 특  허

  (2차)

 공간  분석을 이용한 제조업의
 산업안  재해 측 방법  시스템

  한 국  2009.12.29 펠티어소자를 이용한 냉각장치

 경보장치용 고정장치

 재해 단을 한 퍼지 시뮬 이터  방법

 디자인

고정형 센서장치

  한 국  2009.12.29

휴 형 센서장치

휴 형 송수신기

부착형 송수신기

부착형 송수신기

  GS
  산업안 정보시스템 버  1.0(1차)   한 국  2007.12.19

  u-safety 제시스템 v1.0(2차)   한 국  2009.12.31

다. 벤처기업 육성 지원

  소․벤처기업의 수는 벤처확인제도 강화 등으로 업체 수가 매년 감소하

으나 2005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 벤처기업 요건  확인제도가 시장 

친화 인 방향으로 개편(2006.3.3 법률 일부개정)되어 벤처기업의 수는 계속 늘

어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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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벤처기업 황
[표 Ⅱ-3-45]                                                                      (단 ：개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업체수 67 102 201 229 303

  1) 벤처빌딩 운영

  벤처집 지 형성을 통한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집 화를 하여 소기

업청에서는 국 25개 지역을 『벤처기업육성 진지구』로 지정하여 지방

벤처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있다.

  우리시는 무거ㆍ다운동 일원 약 1.14㎢을 2000년 11월 『벤처기업육성 진지

구』로 지정받았으며, 사업비 131억원을 확보하여 무거동 462-3, 4번지에 지 

995.8㎡, 연면  8,295.44㎡ 규모(지하3층, 지상9층)의 울산벤처빌딩을 2006년 6월 20

일 공하 다.

  울산벤처빌딩은 지역 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진을 한 입지공간 제공은 물

론 원-루 (One-roof) 종합지원체제를 통해 로벌기업으로 성장 지원하기 

하여 첨단 인텔리 트 빌딩으로 건립되었으며, 기업체 임 공간 49실과는 별도

로 회의실, PT실, 세미나실, 각종 공용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주 상은 내 소․벤처기업으로 성장 유망한 기업을 우선하여 입주심사결

정을 하고 있다. 재 30개 업체가 48실에 입주해 있고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표 Ⅱ-3-46]                                                                      (단  : 천원)

사  업  명 지  원    황 지원 액

계 163,216

 입주기업 비즈니스 지원 24업체 40건 117,141

 워크  개최 지원 2회 10,895

 운 원회 개최 6회 2,680

 입주기업 실태조사 2회, 우수기업 2개사 포상 2,200

 기술장터 운 2회 7,005

 UBIA공동사업 추진 1회 5개 업체 지원 4,000

 입주기업 주차지원 354 17,700

 외부 방문객 주차지원 580 1,595

 표자간담회 개최 4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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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사업

  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유망한 기술우수 소․벤처기업을 발굴, 

비즈니스자 ․자 융자․투자유치 지원 등 종합 인 지원을 통하여 로벌스타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기업에 성공모델로 제시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진  

기술력제고를 도모하기 한 시책이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여 재 총 21개사(2004년도 4개사, 2005년도 4

개사, 2006년도 3개사, 2007년도 4개사, 2008년도 3개사, 2009년도 3개사)를 선정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13개사가 신청하여 8개사(신규 3, 기존 5)를 선

정하 다. 우리시는 비즈니스 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 고 은행권 융자 34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특허등록과 출원에서 총 16건, 인증 2건, 이노비즈 2건, 벤처확인 5건의 추진성

과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 다. 나아가 매출신장률에서 8개사가 년도 비 평

균 20% 증가하 고, 수출신장률은 4개사가 년도 비 평균 50% 증가했다.

  3) 중소․벤처기업 우수 신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소․벤처기업 우수 신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과 연구개발력

을 보유하고도 자 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벤처

기업에게 상품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통해 신상품 연구개발의 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6개 업체에 5,500만원을 지원하여 총 6개의 시제품제작( 형, 모형)

을 완료했다. 지원받은 업체에서 매출증가, 원가 감, 수입 체효과를 거양했다. 

2010년에도 지속 확  추진하여 소․벤처기업의 신상품 연구개발 진  조기 

사업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 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4) 중소․벤처기업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

  소․벤처기업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은 지역 소․벤처기업의 

핵심  애로기술에 한 선진 과학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복연구 방지, 선진기

술 모니터링 등 기술경쟁력을 갖춘 신형 기업으로의 성장 발 을 해 추진하

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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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에는 68개 업체, 68개 기술과제를 선정하여 원문 2,920건 제공, 정보상

담 140회, 활용교육 5회, 총 10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획득, 한 본 과제의 

지원으로 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에 6개 기업 10개사가 선정되었다.

  2010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정보활용 환경을 보완지원, 기술우  확보를 통한 지

역 우수 소․벤처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5) 산업박람회 개최

  울산산업박람회는 소․벤처기업의 변확 와 로개척, 투자확  유도를 

해 1998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시가 주최하고 울산 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 한 『2009 울산산업박람회』는 

2009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울산동천체육   일원에서 소․벤처기업 82

개 업체 120개 부스 규모의 기술제품 시회와 국내외 바이어 청상담회, 신기

술․신제품 발표회 등 17종의 부 행사로 개최되어 소․벤처기업의 신제품․기

술 정보교류와 기업홍보로 매출증 에 기여했다. 

  한, 행사 첫날을 Business Day로 운 하여 산업박람회 본연의 목 에 부합하

는 부 행사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업체에 실질 으로 도움을 주는 수요자 심

의 산업박람회로 발 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앞으로도 소․벤처기업은 물론 지역 기업과 학, 연구기  등이 함께 참여

하는 국규모의 시행사로 연례화하여 기업지원  지역산업 문화행사로 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업박람회 개최 황

[표 Ⅱ-3-47]                                                              (단 ：개사, 명, 건)

구  분 개 최 기 간 참여업체수 참 인원 상담실

2005년 5.19 ~ 5.22(4일간) 71 34,927 14,845

2006년 10.19 ~ 10.22(4일간) 71 76,740 14,952

2007년 5.17 ~ 5.20(4일간) 67 95,294 15,024

2008년 5.22 ~ 5.25(4일간) 74 100,500 18,539

2009년 6.5 ~ 6.7(3일간) 132 109,400 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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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

▪집필 ❙산업진흥과 과학기술담당 김상만

가.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운 지원

  기술개발 환경이 열악한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해 학의 기술개발 자

원을 활용하여 소기업청과 우리시가 력하여 장애로기술, 신기술 개발  품

질개선 등 단기과제 심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19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 까지 88억원 투입․연구를 통해 특허 

92건, 시제품개발 등 총 780건의 기술을 개발․이 하여 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학별 연구비 지원은 울산 학교에 연구비 4억 

2,700만원으로 8개의 참여업체가 8개의 과제를 수행하 으며, 울산과학 학은 연구

비 3억 4,600만원으로 9개 업체가 참가하여 9개 과제를 수행하 고, 한국 폴리텍Ⅶ

학 울산캠퍼스는 연구비 2억 9,200만원으로 6개의 참가업체가 6건의 과제를 수

행하 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울산 학교외 2개 학은 

소기업 신기술개발 20개 과제를 상으로 연구 수행할 계획이며, 소기업 기술개

발향상을 해서 20억원을 투입하여 산학 력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5개사 기

존 9개사를 지원하여 지역 소기업 연구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나. 지역 신센터(RIC) 운 지원

  지역 략육성분야  학강 분야의 장비구축  연구개발을 통해 학과 기

업간의 R&D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

와 우리시, 울산 학교가 력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 까지 총 95억원을 투입 네트워크기반 자동화분야를 심으로 특허등록 56

건, 특허출원 89건, 국내외 논문게재 248건, 연구과제 260건을 수행하는 성과를 나

타내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과제 9건을 수행하고, 

소기업체의 사용빈도가 높은 온도․습도를 교정하는 교정기 으로 인정받아 4

종 5 의 연구장비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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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연구사업 실

[표 Ⅱ-3-48]    

                                                   

  ○ 연도별 사업비                                              (단  : 백만원)

구  분 계 정부지원 시 비 기업체 학 
기타

이월 이자수입

계 6,720 3,638 750 (216) 2,332 78 1.7

2005년 968 518 150 (216)  300 78 1.7

2006년 1,498 800 150 548( 170)

2007년 1,498 800 150 548( 170)

2008년 1,378 760 150 468( 170)

2009년 1,378 760 150 468( 170)

  ○ 연구사업 실                                             (단  : 건)

구  분

연구과제(건)
논문게재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본 로그램 특별 로그램

총 세부 단독 총 세부 단독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계 7 47 47 72 111 52 63

2005년 1 3 10 15 12 12 7

2006년 1 13 13 11 45 1 41

2007년 1 13 11 10 26 19 5

2008년 3 9 4 16 24 10 3

2009년 1 9 9 20 4 10 7

다. 품질 경 활동 지원

  기업 내 품질 신활동의 우수개선사례를 발굴․보 하고 사  품질 경 활

동을 확산시킴으로써 원가 감  생산성향상을 유도하여 지역산업경쟁력 향상

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 국 품질분임조 경진 회에서  9개, 은 4개, 

동 4개의  우수한 성 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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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수상 황

[표 Ⅱ-3-49]         

연번 업 체 명 분임조명 수상내용 참가분야

1 SK에 지(주) 불씨 상 장(화학)

2 삼성SDI(주) 울산사업장 시원 상 장( 기 자)

3 (주)삼양사 울산공장 워 상 장( 기 자)

4 (주)LG하우시스 울산공장 첨단B 상 6시그마

5 (주)LG하우시스 울산공장 르네상스B 상 운 사례

6 SK에 지(주) 일심 상 운 사례

7 (주)LG하우시스 울산공장 간 곶 상 운 사례

8 (주)LG하우시스 울산공장 러스알 A 상 연구사례

9 한국동서발 (주) 울산화력본부 유니온 상 공기업

10 자동차(주) 울산공장 개미 은상 장(기계 속)

11 (주)LG하우시스 울산공장 러스원 은상 운 사례

12 자동차(주) 울산공장 TFT 은상 연구사례

13 SK에 지(주) 활주로 은상 사무간  

14 호석유화학(주)울산고무공장 마라톤 동상 장(화학)

15 한  부산본부 서울산지 암알 스 동상 건설

16 한일이화(주) 차세 동상 연구사례

17 자동차(주) 울산공장 기러기 동상 연구사례

  ※ 개최일시  장소 : 2009년 9월 7일에서 9월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라. 민․산․  기술 력사업 추진

  국내 최  민간연구소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1999년 5월 28일 기술지원 

약을 체결하여 지 까지 84개 과제를 상으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 다.

  2009년에는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기술지도․기술자문․시험분석 분야에 15

개사 23건의 애로기술을 지원하 으며, 세미나  워크  11회 개최, 지역 홍보활

동에 3회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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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울산산업기술연구소를 유치․개소하여 본

격 인 지역 지원활동을 개시하는 등 지역 산업체의 R&D개발에 극 인 지원과 

기여를 하고 있다.

  재는 소수업체 연구개발지원 심에서 다수업체 기술지도․지원으로 변경하

여 많은 지역 소기업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으며, 기술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공동과제 도출  연구과제 수행으로 일류기술 기업화를 해 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 자상거래센터(ECRC) 운  지원

  기업체에게 자상거래가 실질 으로 확 될 수 있도록 문인력 양성사업을 

비롯해 기술지도  컨설 , 기술정보제공, 거래알선 등을 지원하는 『 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울산상공회의소 내에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재까지 39억원을 투입하여 자거래

교육훈련, 사이버 시 , 자동차부품수발주시스템, 도면정보 온라인 공유시스템 구

축, 산업공구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역 소기업의 자상거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 생활과학교실 운 사업 지원

  우리시와 울산 학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일환으

로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 청소년과 일반주민에게 과학기술에 한 심과 이해

증진, 과학문화의 범시민 확산을 해 생활과학교실 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인과 함께 청소년과 일반주민들에게 재미있는 과학을 체험하고 과학기

술에 한 심과 이해를 높이고 풀뿌리 과학문화를 시민에게 확산하기 한 사

업으로 창의과학교실, 열린과학교실, 특별 로그램이 있다.

  창의과학교실은 내 12개 읍면동을 상으로 37명의 강사진이 연간 1,000여

명을 상으로 DNA 팔 만들기 등 60개 로그램을 운 하며, 열린과학교실

은 내 12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들에게 무료로 과학체험교육 로그램

을 운 하고 있다. 특별 로그램으로는 기업탐방과 생태학습, 어린이날 홍보

부스 운 , 사이언스 잼버리 등을 운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