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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 울산테크노파크

제1  일반 황

제2  산업육성  지원

제1절 일반현황

1. 연혁 및 설립목적

가. 연   

  (재)울산산업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  「울산산업진흥재단 설립  운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산업자원부로부터 2003년 1월 9일 설립인가를 받

아 1월 28일 법인설립등기를 하 고, 3월 6일「울산산업진흥재단 설립  운  

조례」를 제정하 다. 6월 3일 제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단운 규정을 제정

하 으며 제2회, 제3회 임시이사회를 토 로 울산산업진흥재단의 기틀을 마련하 다.

  2004년 5월 18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한 특례법」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신청, 12월 27일 산업자원부로부터 테크노 크 사업단 등을 승인받아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 크로 명칭을 변경해 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 3월 자동차부품 신센터, 2007년 3월 정 화학센터가 개원하 으며, 

2008년 10월 테크노 크 본부동과 기술 신센터가 공되었고, 2009년 3월 19

일 본부동과 기술 신센터 개원식을 개최하 다. 그리고 2009년 10월 기술

신센터가 증축․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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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립목

  재단은 시의 략산업을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설립되었다. 

  자동차산업의 세계  공 기지화 거 육성을 한 자동차기술지원단, 정

화학산업 육성을 한 정 화학사업단,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 를 비한 지

역 략산업육성, 산업구조고도화를 한 정책기획단 그리고 산업기술단지 조

성․운   지역 신거 기 으로 설립된 기업지원단, 지역 략산업진흥사업

평가 리를 추진하는 지역산업평가단(부설)을 심으로 국 최 로 TP 심의 

신거  기 으로 운 되고 있다.

2. 사업 및 조직

가. 담당사무

부  서  명 담   당   사   무

정책기획단

◦ 지역 략산업에 한 장기 발 략 수립
◦ 재단 장기 발 계획 수립
◦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련업무
◦ 산학연 기술 신네트워크 구축 
◦ 지역내 특화기술개발과제 기획  리 등

기업지원단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 에 한 기본시책 수립
◦ 기술이   사업화, 산학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 신기술사업자의 창업보육
◦ 시험생산, 시제품제작, 마 지원, 해외 력사업
◦ 재단의 종합 인 운  리계획 수립 
◦ 산의 편성  집행, 회계 리 등

자동차기술지원단

◦ 자동차산업 련 기술 신 종합서비스 지원
◦ 자동차부품 련 R&D  구축장비 기업지원
◦ 자동차부품, 소재산업 신네트워크 구축
◦ 문인력 양성  해외 마  지원

정 화학사업단
◦ 석유화학계열 구조 고도화 지원
◦ 공동이용 장비도입  리, 운
◦ 연구개발, 시험생산, 교육훈련, 정보교류

지역산업평가단(부설) ◦ 지역 략산업진흥사업 평가
◦ 지자체 연구개발사업 평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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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구  정원

  1) 기 구

이사장

이사회

감사

원  장

지역산업

평가단(부설)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자동차기술지원단 정 화학사업단

  2) 정원 및 현원

[표 Ⅲ-4-1]                                                                    (단 ：명)

구    분 계 원장 부서장 구분 소계 6 5 4 3 2 1

계 82/79 1/1 5/4 76/74 4/1 12/10 27/25 27/29 5/7 1/2

정책기획단 8/7 1/1
연구직 6/5 1/0 1/1 4/3 0/1

일반직 1/1 1/1

기업지원단 22/21 1/1 1/1
연구직 11/10 3/2 4/5 4/3

일반직 9/9 1/0 1/1 2/2 2/2 2/2 1/2

자동차기술

지원단
29/29 1/1

연구직 27/27 1/1 3/2 8/7 15/15 0/2

일반직 1/1 1/1

정 화학

사업단
19/19 1/1

연구직 17/17 1/0 3/3 7/7 6/7 -

일반직 1/1 1/1

지역산업

평가단(부설)
4/3 1/0 연구직 3/3 1/1 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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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육성 및 지원

1. 정책기획단

가. 기획조정 사업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총 1,115억원 규모의 울산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 다. 본 계획에는 4  략산업 30개 단 사업에 한 지원계획이 포

함되어 있으며, 사업완료 시 생산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5,000억원을 비롯해 

2012년에는 4천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울산 략산업 성장모형 연구를 해 2009년 3월 성장모형 개발을 한 사

례  시장 망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1월 외부공동연구진을 구성하 다. 

고도 물처리 신사업 육성계획수립울 해 2009년 3월 각 분야별 내부 문가 

와 외부 문가를 구성하여 2009년 7월 각 분야별 시장 망  황분석을 완

료하여 2009년 12월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기획하 다. 

  기술로드맵 작성사업에서는 울산시 산업에 한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여 기

하여 2009년 12월부터 련분야 특허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

년 7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테크노 크는 재단 발 의 비 과 울산 역시 산업발 의 연계성을 한

층 강화하여 울산산업 발 의 거 기 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해 외부 

문가와 내부 문가로 구성된 문가단을 구성하여 울산테크노 크 장기 발

계획을 수립하 다. 

  정책기획단은 Al칩 재자원화를 한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세부사업의 개발

을 추진하여 2009년 1월 기업별 장맞춤형 부산물 재자원화 DB 구축하 으

며,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Al 칩 재자원화 산학연 상생 네트워크 구축 운

하 고 이를 통해 2009년 5월 최종보고를 실시하 다. 

  울산지역 인력양성사업 공동기획사업 운 을 해 2009년 한 해 동안 인력

양성사업 의체를 구성․운 하여 인력수 황, 인력양성 발 로드맵 수립

을 통해 략산업 인 자원 황 pool을 제작하여 배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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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단 기획조정사업은 2010년 략산업별 지역맞춤형 기술개발사업 발

굴, 정부정책 응 신사업 기획, 미래선도산업발굴포럼 운 사업, 2011 지역산

업진흥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지역사업 평가 리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

  정책기획단은 지역 략산업진흥사업 평가 리 분야에서 1단계 지역산업기술개

발사업 평가 리 2개, 1단계 지역 신산업기반구축사업 평가 리 7개, 2단계 지역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 리 86개 평가  47개 지원의 성과를 달성하 으며, 2단

계 기업지원서비스사업(기술지원, 마 )의 5개 사업 간평가를 실시하 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울산지역 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한 기술개발과제를 기획․발굴하고, 사업성과가 기 되는 신규과제를 효과 으

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술경쟁력 제고시키며, 2단계 지역 략산업진

흥사업(자동차, 정 화학, 조선해양, 환경분야) 기술개발과제 평가와 사후 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 기업지원서비스사업(기술지원, 마 활성화) 평가 리와 핵심기술 확보

를 하여 아이템을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템의 기술  시장동향을 조사 분석함

으로써 아이템별 핵심기술 확보와 시장선 을 한 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 지역 R&D 평가 및 사후관리

  지역R&D 평가  사후 리 사업에는 2009년 한 해 동안 기업연구소설립유

도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 리,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최종평가, 자동차분야연구

개발역량강화를 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울산 연구개발사업 성과 발표회를 실

시하 다. 

  본 사업은 2010년에는 울산지역 여건에 합하고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 내 R&D사업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 복방지  투자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R&D 자 의 효율  리  체계구축과 평가정보  DB

구축으로 인한 체계 인 평가 리를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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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환경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 지난 3개년간 총 7개 과제에 한 지원을 실시

하 으며, 2009년 12월에는 (주) 리환경컨설 , 리화학 등 2개사에 한 신

규과제 평가  약을 실시하 다. 

  본 사업은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응하고 새로운 기술기반의 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울산 역시가 출연하는 기술개발자 의 확   환경산업체

의 연구개발 마인드 확산을 해 2010년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4) 전략산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략산업 성과 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9년 7월 시스템 기본설계  측

정지표에 한 분석을 실시하여 8월 기술용역을 집행하여 2009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완료보고회를 개최하 고, 성과측정 지표설정과 입력교육을 실시

하여 2010년 1월에 2009년 사업성과를 입력하 다. 

  본 시스템을 통해 울산지역 략산업 련 사업과 지원사업에 한 성과 리의 

체계  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 연계교류 사업

1) 울산기술개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울산기술개발네트워크 구축  운 사업은 2009년 한 해 동안 기술기획네트

워크(ULTRA) 구성  운 의 경우 (주)동진 기 등 총 10개 기업에 하여  

기술회의 25회, 학회  세미나 참석지원 5회  이를 통해 6개 기업, 12개 정

부과제 수탁  수행하여 총 R&D 사업비 102억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 기술개발 의회(TDA : Techl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운 을 

통해서는 략산업분야(산업기술정책발굴, 자동차, 조선해양, 정 화학, 환경) 

45개 기업, 5개 분과 의회를 구축하 다. 2010년에는 단  기술기획네트워크 

10개 구성하여 운 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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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술혁신주체간 교류사업(IFOST)

  국제기술 신주체간 교류사업은 울산 역시, 울산테크노 크, 울산 학교가 

력하고 운 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IFOST행사를 베트남 호치민 공과 학

에서 개최하여 행사참석 인원 250명, 기술논문 발표 166편, 기업체 기술 포스

터 시 9건의 성과를 달성하 다. 

  본 사업은 국내외 산학연  상호간의 연구 력체계 강화  연구자들의 긴

한 상호교류를 통한 울산지역 기업체 국제  역량 제고와 지식교류 활성화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기업체 참여 확 를 해 학술연구발표 외에 참

여 기업체를 한 Industrial Session을 별도로 추가하여 운 할 정이다. 

3) 산학연관협의회 사무국 운영사업

  산학연 의회 사무국 운 사업은 산학연 의회 주요업무 추진보고회를 

2009년 4월에 개최하 고, 각 분과별 정기회의 개최함과 함께 울산 와 산업

체 장기인턴십 로그램에 분담 을 지 하 으며, 2009년도 URIGO 2030 뉴

스 터를 2009년 9월 제작하 고, 산학연 의회 홈페이지 리뉴얼  산학연

의회 사업성과 홍보 팸 릿 제작․배포하 다. 

  2010년에는 산학연  의회  분과 원회 운 하고, 산학연 력 정책기획사

업 추진하고, 산학연 력사업 홍보  공동 운   활용 DB 구축할 정이다. 

라. 신자원 조사

 1) 혁신기반수요현황 조사분석 

  신기반수요 황 조사분석을 하여 2009년 10월에 설문지를 개발하여 화조

사  본조사를 2010년 1월 완료하여 2010년 5월에 완료보고회를 가질 정이다.  
 

2) 울산전략산업통계 DB 운영․유지 

  울산 략산업통계 DB운   유지사업은 2009년 5월 기통통계자료 수집과 정비

를 실시하 고, 7월에 주요자료의 정비  계열화를 통해 8월부터 시범운 을 하

여 시스템 완료보고를 8월에 실시하 고, 이후 정식 운 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2000년부터 2008년 략산업 통계자료 분석  DB를 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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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기술정보지원망 운영사업

  울산기술정보지원망 운 사업은 2009년 한 해 동안 기술개발 커뮤니티  

기술개발 토론장을 운 하 으며, 산업동향  문 기술 자료 업데이트를 통

해 략산업분야 산업동향자료 200여건에 한 업데이트와 자료를 제공하

다. 2010년에는 년 200건 이상 산업기술정보·동향 자료를 제공할 정이다. 

마. 지역사업 모니터링

  울산지역산업진흥사업 홍보사업은 2단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에 한 내용

을 고를 통해 2009년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과 2009년도 환

경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모집 공고를 실시하 으며, 기획단 사업내용 소

개 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송하 고, 각종 사업 공고  홍보를 실시하 다.

  2010년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과 략산업분야에 한 홍보를 강화하여 울산

지역 지역산업과 략산업에 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2. 기업지원단

가. 울산테크노 크 조성사업

  2004년에서 209년까지 총 432억원 규모의 울산산업기술단지 조성운 사업 

약에 따른 단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5 략산업 지역 신체제 구축의 

심기 ,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  미래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의 

심기 을 2008년 10월 구 다운동 421번지(부지 25,870㎡, 건물4,099㎡)에 

신산업 특화산업 클러스터 신단지인 테크노 크 본부동  기술 신센터를 완

공 하 다. 

  2009년 10월에는 지상6층, 지하1층의 기술 신센터 증축동 공사를 완공하

고, 재 신단지 내 신화학실용화센터 12,124 ㎡(지하1층,지상4층,옥탑1층), 친환

경청정기술센터 : 8,000㎡ (지상 4층) 추가 건립이 추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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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테크노 크 지역 신거 육성사업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총 9억 9,000만원 규모의 지역산업발 에 핵심거

기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확충계획에 따라 울산테크노 크 지역 신거

육성사업을 스타기업육성사업(거 기능강화), 산․학․연 연계 의회 운 사업 

 울산컨택센터 운 사업(기술기업육성), 지역 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

원사업, 지역 신거 육성 역권동남해통합장비활용연계운 사업, 기술이 센

터운 사업,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스타기업육성사업

  스타기업육성사업은 기술력을 지닌 지역기업이 창업보육 이후 견실한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기반구축과 기술연구개발  제품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그 의의가 있다.

  2009년도에 기술 신동에 42개(A동 24개, B동 18개) 업체를 입주시켰으며 총 

6회의 입주심의 원회를 개최하 다. 한, 울산Bi 신포럼을 8월 19일 본부동 

3층 회의실에서 ‘ 구 역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사례’란 주제로 실시하 으

며 울산테크노 크 기술 신동 입주설명회를 6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 다.

  18개 기업을 상으로 사업화제품 제작지원사업도 실시하 다. 한 특허출

원 지원사업에 22개 기업,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2개 기업, 입주기업 카

탈로그제작 지원사업에 31개 기업, 입주기업 홈페이지 구축  리뉴얼 지원

사업에 신규제작 12개 기업, 리뉴얼에 11개 기업 지원, 입주업체 경 컨설  

지원사업사업에 16개 기업을 지원하 다.

  네트워크 활동으로는 기술 신동 기업 의회 구성  정기회의 6회, 기술 신

동 입주업체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 고 기술 신동 연구소장 교류회를 10

월부터 시작하여 월 1회 개최(10월 9일, 11월 6일, 12월 8일) 하 다. 그리고 2회

의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20개의 공장등록을 지원하 으며 울산기술장터를 

4회(6월 19일, 9월 14일, 12월 6일, 3월 20일)에 걸쳐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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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연구분석장비 문기술 세미나’와 ‘고분자분야 소재분석 기술세미나’를 

개최하 으며 입주기업 기술발표회 개최를 12월 24일 본부동 3층 강당에서 개

최하 다. 그리고 울산지역 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소기업의 원활한 융지원

을 하여 경남은행과 소기업 융지원 약을 맺어 2건의 융지원을 수행

하 다.

  그리고 울산BI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테크노 크 기업지원단 기업육

성 의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업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스타기업

지원사업과 입주공간제공 등의 정보를 일반 기업체들에게 달하 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기업간 교류회를 총 11회 개최하여 산학연 네트워킹 구

축에 역 을 두었다.

  2010년도에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정 유망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발

굴, 집  지원하여 참신한 경 비 과 우수한 기술개발역량을 갖추어 지역의 

분야별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정이다. 이를 

하여 패키지화된 스타기업 지원방식을 채택하여 체계 으로 지원할 정이다. 

  창업후 보육사업으로는 2010년도에 ‘기술연구개발지원  국내외 인증지원사

업 강화’차원으로 2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기술평가, 기술투자, R&D기술지도, 

국내외 인증지원을 수행할 정이며 연구개발성과활용 사업화제품제작지원, 특

허사업화제품제작지원 각 10건씩 수행할 정이다. 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를 하여 기업  기술 문가 교육을 4회 실시할 정이다.

  한, 울산BI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10년도에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개인 

는 비창업자 13명을 발굴하여 사무 공간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고 각종 

기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의 유망 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창업보육센터(UBIA) 기업제품  정보지발간을 비 이며 울산 Bi

신포럼을 3회, 울산창업보육센터(UBIA)  입주기업간의 교류회 회의를 20회, 

울산창업보육센터 실무자 세미나  워크 을 1회, 울산창업보육센터(UBIA) 내 

입주기업 경   마  지원을 2회 추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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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 ·학 ·연 연계 의회 운 사업

  산학연의 연계를 통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연구과제의 발굴과 기술의 사

업화를 통해 울산지역의 연구개발 분 기를 조성하여 략산업분야의 기술경쟁

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 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2009년 그린비

철 속신소재개발 클러스터, 신재생 에 지 개발 클러스터 순환자원 최 화 연

구 클러스터, 장맞춤형 인력양성 클러스터, 략산업IT  유비쿼터스 개발 

클러스터, 환경산업발  클러스터, 조선해양기술개발 클러스터 등 총 7개의 

의회를 구성하 다.

  각 산학연 연계 의회 회원들 간의 상시 인 정보 교류와 클러스터 활동 소

개  홍보, 의회 운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해 홈페이지를 제작하 으며, 

울산테크노 크 홈페이지(www.utp.or.kr)내 클러스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계

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가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산학연 연계 의회의 2009년 주요 활동내용을 소개하면, 환경산업발  클러

스터에서는 2009년 5월 한․일 환경산업 연계 발 을 한 교류회를 개최하

고, 10월에는 환경산업시찰단을 일본에 견하여 에코텍 2009에 참석하고 후쿠

오카와 기타큐슈 지역의 환경산업 련 기 들을 방문  하 다. 

  장맞춤형 인력양성 클러스터는 소기업을 한 지도․교육을 실시하 고 

울산과학 학 산학 력단과 교육과정 개발, 인력양성, 상호교류  공동연구 등

을 한 약을 체결하 으며, 그린비철 속신소재개발 클러스터는 여러 차례 

기획회의를 통해 공동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정이다.

 산학연 연계 의회 운 사업의 2010년 계획으로는 기존의 7개 클러스터 가운데 

사업실 이 우수한 클러스터를 선별하여 계속 지원하고, 추가 으로 신규 클러

스터를 선정하여 총 8개의 클러스터를 지원할 정이며, 클러스터의 종합 인 

운 실  보고와 클러스터간 교류활성화를 해 통합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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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울산컨택센터 운 사업

  지역 내 기술기반기업에게 기업 성장을 한 맞춤형 One-stop service 지원 

과 장 착형 On-Off line 컨설  지원 등 수요자 심의 실질 인 기업 지원

을 통하여 기술 신형 기업을 집  육성하는 담 조직으로 소벤처기업 애로 

종합컨설 , 체계 인 기업육성 로그램 지원, 공공 지원사업 단일창구 역할 수

행 등의 주요 기능을 가진 컨텍센터 운 사업은 2009년도에는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지역기업지원기   기업지원서비스를 종합하여 스톱으로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여 문 원 6명, 자문 원 30명의 기술경 지원단을 

구축하 다.

  기술경 지원단을 통하여, 소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한 원스톱 서비스 구

을 목 으로 30개사의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하 으며, 핀포인트 지원사업

으로 창업, 법률, 법무, 기술, 경 , 노무, 자 , 인증, 특허, IT, 마 , 세무/회

계, 안  등 16개 분야의 기업애로사항에 한 상담지원을 하 다.

  (사) 한산업안 회, 기업은행, 기술보증기 과의 기업지원 약을 체결하

으며, 컨택센터 기업정보망 구축, 지역의 산업육성자원DB를 문인력/기업/장비

/지원기 /지원그램등 5개 분야 1500건 구축하 고, 지역 내 략산업군 200개 

기업을 모니터링 기업군으로 구축하 다.

  기업신용평가를 통한 기업분석 보고서 제공하 으며, 컨택센터 회원기업 30개

사를 상으로 컨설 을 지원, 롤이엔지 등 22개사를 상으로 맞춤형 컨설  

지원사업을 진행하 다. 2010년도에는 회원기업을 20개사를 지원, 기술경 지원

단을 확  운 , 기업애로기술 경 련 핀포인트 지원과 각종 애로해결 50개 

업체, 기업지원DB구축  지원,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  지원할 정이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테크노 크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교육훈련사업은 산업

기술교육과정, R&D 산업아카데미, 소벤처기업 리자 양성과정, 로벌 비즈니

스 외국어 강좌, 특허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4개 강좌를 운 , 울산지역 370개사, 

1,256명의 참여인원을 상으로 교육을 진행하 다.

  정보교류 사업은 2009년도에 지역 신 주체 간 정보 교류  네트워크 진을 

하여 온라인 뉴스 터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 고, 테

크노 크 뉴스 터를 9회 발송하 고, 입주기업 홈페이지 제작  리뉴얼 23개

사를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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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 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울산테크노 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8억 8,000만원 규모의 울산

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 사업에서는 

국비 5억원과 민간부담  2억 2,000만원이 투입되어 5개 분야의 지식서비스를 이

용하고자하는 지역 략산업 기업 28개사를 지원하 다.

  울산 략산업 분야에 련된 42개 기업이 지원하 으며 문평가 원들의 평가

를 통해 28개의 지원기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28개 기업은 각각 필요한 지식서

비스를 지원받았으며 분야별로는 디자인 2개, 시험분석 5개, 컨설  5개, IT서비

스 16개이고, 이러닝서비스는 1개 과제를 신청하 으나 평가결과 탈락되었다.

  한, 공 기 DB를 구축하여 차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지역 수요기업에 

제공하여 사업 트  선정에 도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신청은 울산

테크노 크 홈페이지에 있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사업과제별로 3~6개월간의 기간 동안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을 

수행하며, 주 기 인 울산테크노 크에서는 간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사업

목표  추진성과를 검하여 사업이 계획 로 수행되고 있는지 검  평가를 

실시한다. 한 완료한 사업에 하여 최종평가 원회를 통하여 사업의 성공․보

완․실패에 해 평가하여 미흡한 과제에 해서는 보완을 지시하며 완료된 과제

에 해서는 사업비를 지 하여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한다.

사. 지역 신거 육성 역권동남해통합장비활용연계운 사업

  경남, 부산, 울산 포항 지역의 역권 산업발 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상호 력거

기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의 확충을 하여 통합장비구축, 동남해권 장비

황조사․분석, 통합장비활용센터구축, 동남해권 장비 황 조사서  기업 만족도 

조사, 동남해권 장비 황서  CD 제작, 장비운용인력 양성, 장비운용인력 클러스

터를 운 하는 사업이다.

  통합장비정보망 구축사업으로 동남해권통합장비활용 홈페이지제작  통합장비

정보시스템 H/W구축을 하 고 장비와 련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동남해권 유

기 을 상으로 동남해권 주 기 , 참여기 , 학  연구소 등 보유한 장비

황, 동남해권 장비 황조사․분석 등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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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통합장비활용센터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회의실, 상담 , 공서 , 검색 , 

DID등 부 시설 구축하 고 동남해권 장비 황 조사서  기업 만족도 조사를 

2010년 1월 완료하 다. 

  동남해권 장비 황서  CD를 제작하 으며 장비운용인력 양성을 하여 자동

차 장부품 테스트 솔루션  최신 기술개발 동향 세미나(8. 21), 연구분석장비 

문기술 세미나(2009. 9. 10), 자동차 소음진동측정기술  NVH 개발세미나(2009. 

10. 27), 고분자소재 분석기술 세미나(2009. 12. 9), 다  로  내구 실험 시뮬

이션 교육(2010. 1. 22)을 실시하 다. 장비운용인력 클러스터 운 차원에서 제1차 

클러스터 운 회의(2009. 8. 26), 제2차 클러스터 운 회의(2009. 9. 28), 제3차 클러

스터 운 회의(2009. 10. 8)를 실시하 다.

  향후 구축시스템을 활용한 장비연계의 활성화 도모하고 동남해권 테크노 크를 

심으로 지역기업의 장비사용 편리성 확보하며 센터 운  담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  센터 리  운 하기 하여 테크노 크 기업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기

업지원 시 지효과 창출하기 한 통합장비활용연계센터 운 할 정이다. 

  한, 기청 연구장비공동이용사업과 연계를 통한 장비이용 활성화  장비이

용 수수료 할인을 통한 기업의 생산비 감을 하여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

업과 연계하여 운 할 정이며 네트워크 상 홍보활동을 통해 장비 련 정보 

지속 제공할 정이다. 

 아. 기술이 센터운 사업 

  울산지역의 기술이   사업화를 진하기 해 2008년부터 기술이 센터운

사업을 시작해, 타 지역 RTTC  민간기술거래기  등과 함께 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간의 기술거래 진을 도모함으로써 로벌 기

술기업의 기반창출에 기여하고자 네트워킹 심의 기술거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이 센터는 2009년 9건의 기술이 을 성사시켰고, 기술이  성사 액은 당

 계획보다 3배 이상 많은 9억 5,100만원이다. 기술사업화 지원을 해 (주)에스

씨테크닉스와  기술사업화 컨설  계약을 체결하고 3건의 기술이 을 개하 으

며, 한 소기업진흥공단(10억 정도) 등 3건의 사업화자  연계에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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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티스에도 국내  해외 도입 기술에 해 련 문가를 연계함으로써 사

업화할 수 있도록 실용화하 고, AGV 련 기술에 한 로를 개척하여 상당 

액수의 매출이 발생할 정이다. 

  유 기 과 업무 약(MOU/6건)을 맺어 기술이 ․사업화 력 네트워크를 구

축하 고, 150여건의 기업 수요기술과 이 희망기술을 발굴하고, 학․연구소 

TLO  유 기  등과 함께 울산기술장터 등 총 4회의 기술이 설명회를 개최하

여 기술이 을 개, 성사시켰다.

  상기 (주)에스씨테크닉스와 (주)아티스를 포함해 16건의 기술사업화 컨설  계약

을 체결해 총 800만원의 성공수수료를 받았다. 4개의 기술에 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이 의 요한 지표를 제공하고, 이  1건은 기술이 에 성

공하 고, 3건은 기술이 이 될 정이다. 

  기업의 도입희망기술  매희망기술을 발굴하여, 울산기술장터와 국 학․

연구소․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총 20건을 목표로 기술거래를 추진하고, 이  기

술사업화자 지원 등 사업화를 지원할 것이며, 기술사업화 컨설  계약(20건)을 맺

어 기술이   사업화 련 컨설 , 도입희망기술에 한 기술평가(8건), 수요기

술조사(2건)를 실시하여 매기술과의 매칭을 실시할 정이다. 

  총 2회의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 자를 연결하고, 특허 략 

수립, 기술마  교육 등으로 담인력의 문성 강화에도 힘쓸 것이며, 소ㆍ벤

처기업의 특허 담당자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1회), 기술이   사업화 련 세

미나(2회)를 개최하여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TLO 등 유 기 과 기술장터 등 공동 기술설명회  기술사업화 지원제도 설

명회 개최하고, 유 기 과의 연계  문가를 활용하여 해외기술이  추진  

기업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킬 계획이다.

  한, 산학연  련 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탁기 과 수요기술ㆍ기업에 

한 공동 조사  기술평가 실시하며, 국 학ㆍ연구소 TLO, 남권 기술거래

기 , 민간 탁기 과의 통합 기술거래 진네트워크 활용하여 기술이   사업화 

공동 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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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울산지역 산업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난, 화훼재배에 필요한 연료

(경유, 연탄)를 체하는 폐열 회수 에 지 변환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용한 

폐열이용 온실난방 시스템을 폐기물 매립지에 구축하여 미ㆍ일 수출용 난, 화훼

를 연구․재배하고 있다. 

  한 난, 화훼재배농가  연구소 등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장에서 필요한 정보  교류 력을 통해 농가의 재배애로기술지도  경 컨설

을 통해 농가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2009년도는 일본 지역 수출 바이어 발굴(2건), 폐열활용기술 련 특허(폐기물 

소각열을 이용한 온실 냉난방 시스템, 재생기능을 가진 필터식 공업용수 여과장

치)를 2건 출원하 다. 한 호 란 신품종(품종등록 7건)을 국내 기술로만 개발하

여,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의 수익증   수입 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울산테크노 크 RIS사업단에서는 폐열 이용 온실 난방시스템에서 재배한 호

란을 국내시장에 런칭하여 A  정을 받음과 동시에 4천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

하 으며, RIS사업단, 지자체, 지역농가들로 구성된 호 란 수출 연계 의체는 해

외수출 진기지 구축과 함께 2년간의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등의 호 란 

해외수출을 하여 다각 인 노력으로 미국에 수출(호 란 간묘 20만본, 1차 선

분 2만5천본)하게 되었으며, 수출물량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 1단계에 온실구축 사업을 완료하는 시 부터 본격 인 농민 지원 사업, 

호 란 간묘 공 , 경  컨설   재배애로기술 지도를 통하여 RIS사업단 법인 

설립  기업지원사업을 확 하고, RIS사업단, 호 란 재배농가, 지자체 연계 의

체를 통한 미국수출 물량 확 하여 매년 20% 증가를 목표로 호 란 유통, 마  

사업을 확 할 정이다.

3. 자동차기술지원단

가. 지역 략산업진흥사업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은 1단계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재 2단계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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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울산  남권역의 자동차 련 R&D 핵심거  구

축과 세계 4  자동차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한 기틀마련을 한 목 으로 시행

되었다. 1단계 총사업비는 2,920억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울산 역시

와 (재)울산테크노 크 자동차기술지원단이 주체가 되어 자동차부품 신센터 건립, 

자동차 부품·소재단지 조성, 모듈화단지 조성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2단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은 1단계 H/W 구축이 심이었다면, 2단계 사업

은 S/W 구축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지역의 부품업체와의 연

구개발역량강화 목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55억 5년간(2008 ~ 

2012)진행 될 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반구축, 인력양성, 마 , 기업지원사

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반구축사업은 귀 구축장비에 한 보완구축으로 총사업비 79억으로 2008년부

터 2010년까지 진행되며, 2009년 주요 실 으로는 보행자보호 시험장비 외 5종 

43.2억 충돌  신뢰성장비를 보완하 다.

자동차 충돌분야 KOLAS 국가공인 자격 취득, 해외 다국 기업(포 시아, 비스

테온)의 인증 행기  지정, 구축장비를 이용한 공동기술개발사업 41건 130개사 

343억 지원 그리고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128개사 689건의 기업지원을 하 다.

인력양성사업은 울산 자동차 R&D 문인력  문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총사

업비 126억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며, 2009년 주요 실 으로는 부품설

계, 품질개선, 디자인 그리고 생산기술부문 장 착형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8개 분류로 59회 964개사 1,665명의 문인력을 교육시켰다.

마 사업은 울산 자동차부품 테크니컬 마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출기업화  구매선 다변화 진의 목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35억으

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다. 

주요 실 으로는 바이어미  48건, 테크니컬미  지원 35건, 수출계약 7건, 마  

정보망 구축 15개 회원사 그리고 부품업체 수출 600만불 계약체결에 기여하 다.

기업지원사업은 자동차부품 신센터에 구축된 장비를 이용한 장 착 기업지

원으로 총사업비 18억 6,000만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며, 주요사업으

로는 시제품개발, 품질평가, 문가 장지도, 특허출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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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실 으로는 제품화 기술개발지원으로 11개 제품화와 7개사 기술개발지

원, 분석  제작지원은 15개사 1억원 규모로 장비이용시험  제작지원, 애로기술

해결지원 10개와 5회 이상 기술지도 그리고 600여개 기업 정기 뉴스 제공을 시행 

하 다.

나. 창업보육  장비활용 기업지원사업

기업체 창업보육  연구소 유치 집 화로 공동기술연구 활성화 지원, 첨단장비

를 이용한 부품업체 지원, 지역 업체와 연구기  간 연계활동 지원 등의 목 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보육사업의 추진실 으로는 2006년 21개 업체를 시작으로 2009년 54개 업체

로 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구장비 지원사업은 재 자동차 안 /신뢰성  가공·표면처리분야에 약 400

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 218건 91개사 지원으

로 시작하여 2009년 1,304건 24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다. 공동연구개발기술과제 발굴  수행

공동연구개발기술과제 지원사업은 자동차분야 신기술 발굴을 한 재단-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으로 정부 R&D 자  유치  기업체 애로기술지원

과 선행해석 분야 등 소업체의 부족한 R&D 기능의 기술  지원으로 산·학·

연 연구인력과 시설을 연계하여 울산지역의 R&D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 이 

있다. 추진실 으로는 2005년 5개 과제 40억을 시작으로 2009년 42개 과제 343

억으로 증 되었다.

공동연구개발기술과제 수행을 통한 기 효과로는 지역부품업체에 R&D 공동

기획지원을 통한 연구역량강화와 자동차-IT 분야 목을 통한 과제기획의 형

화, 융합화 확보 그리고 역경제권 선도사업의 R&D분야 극 참여로 그린카 

분야 선도기술 확보로 신소재, 신기술, 기업의 자체 R&D 사업 추진효과를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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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동차분야 정보교류 사업

국 역시도 비 최하  수 인 울산지역 자동차분야 소기업의 R&D 역량

을 확충하기 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을 통한 지역 외 형 자동차부품업

체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내 유치로 울산 자동차분야 연구역량 강화  산업구

조 개선을 목 으로 실시하 다.

추진 실 으로는 2008년 13개 연구소 5개 담부서를 설립하 고 2009년에는 10

개 연구소를 설립하 다. 지역 내 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통한 자생

 기술경쟁력 확보와 지역 외 형 부품업체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내 유치

로 공동기술개발 R&D 확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구역량 강화  산업구

조 체질개선이 될 것으로 단된다.

유 기  연구소 분원 유치를 통하여 축 된 연구경험을 활동한 장 심의 

소기업 기술역량 배양과 지역 내 연구개발 자  유치 활성화를 목 으로 실시하

으며, 추진실 으로는 2006년 2개 유 기 , 2009년 2개 유 기 을 유치하 다.

자동차분야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제공  산업발  비  제

시, 지역 산업체간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활성화/지역 R&D 클러스터 주체로서의 

상강화 그리고 자동차분야 문기술교류회 운   역  네트워크 구축의 

심거  역할 수행 목 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추진실 으로는 자동차분야 문기술연구회, 자동차의 날, 그린 기자동

차 포럼 개최를 통한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비 을 제시하고 산·학·연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해외 신기술동향 악  국내외 연구기 과의 기술  MOU 체

결( 용자동차)을 하 다.

마. “세계 4  그린카 강국”을 한 그린카 구축사업

  1)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동남 역경제권이 그린카  안 편의부품 사업 분야 기업지원  인력양성

을 통한 선도산업 육성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총사업비 23억원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 단 사업(지업지원, 인력양성, 안 편의)을 추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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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추진내용으로 그린카 인력양성은 기 /심화강좌 8개, 그린카 문가 24

명, R&D 연구회 10개사 참여, 그린카 기업지원은 그린카 략보고서 1건, R&D 

장비지원 16건, 상용화 차량제작 지원 2 , 안 편의 기업지원으로는 안 편의 

략보고서 1건, R&D 장비지원 10건을 지원하 다. 

  2)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 추진사업

수소연료 지자동차 실용화 사업은 연료 지자동차 실용화에 필요한 자동차 부

품, 친환경 화학에 지 기술개발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

성, 정부의 연료 지자동차 실용화사업에 극 참여하여 미래형 자동차 산업 거

도시로의 이미지 선 과 그린카 오토밸트사업에 이어 연료 지자동차 상용화 기

반구축으로 울산을 수소경제 선도도시 검  확보를 목 으로 하고 있다.

총 은 시에서 하 으며 주체는 (재)울산테크노 크, 울산 학교, 동덕산업가스

에서 진행되었고, 총사업비는 1,200억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하여 FCFV 

모니터링 차량 2  운 과 수소충 소 1개소 구축, FCFV 모니터링 교류회 개최, 

수송용 연료 지 조기상용화기술개발과제(250억/3년) 발굴 등의 실 이 있었다.

향후 동남권 자동차산업을 심으로 국내 친환경자동차분야 R&D 핵심 클러스

터 연계를 통한 시 지 효과 창출과 지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신성장 패러다임 “그린카 개발”을 추진하여 “세계 4  그린카 강국”으로의 도약을 

마련하 다.

바. 2010년 업무계획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010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은 2009년 4개 단 사업(기반구축, 인력양성, 마

, 기업지원)으로 진행 되었나, 복사업에 한 업무효율을 해 인력양성 

 마  사업은 기업지원단에서 실시한다.

2010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은 기반구축과 기업지원으로 축소하여 수행하는

데 먼  기반구축사업은 총 10종의 장비를 모듈품의 시제품 개발  안 ·신뢰

성 평가분야로 구축되며, 장비수요조사 3월, 장비도입 원회 5월, 장비구축을 

연내 실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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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은 제품화 기술지원, 친환경자동차 부품사용화 지원, 분석  제

작지원, 기술정보제공  지 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창업보육 및 장비활용 기업지원사업

2010년 창업보육사업은 입주업체에 한 기업지원사업의 능동  지원 강화를 

모도하고 입주심사 원회 개최를 연 2회 실시하여 입주지원하고, 재입주 심사 원

회는 10월에 개최하여 부 격 업체 퇴거조치와 함께 재 입주시킬 계획이다.

장비활용 지원은 귀 구축장비 보완으로 보다 향상된 최신장비로 소업체 기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구축장비와 련된 교류회  세미나를 주기

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 공동연구개발기술과제 발굴 및 수행

공동연구개발기술과제 발굴  수행은 2009년 42건 343억에 해 연구비는 350

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단되나 지원업체는 40개 업체로 축소될 정이다. 

2010년 공동연구기술개발과제 발굴 특징으로는 지역부품업체 연구연량 강화, 기

술과제 기획의 형화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그린카 분야  신소재, 신기술 자

체 R&D 사업에 을 두어 지원할 정이다.

4) 자동차분야 정보교류 사업

2010년 정보교류사업은 자동차  조선해양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을 활성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신기술 동향 악, 그린 기자동차 포럼(4회) 

그리고 산업박람회  자동차의 날을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할동에 도움

을  정이다.

5)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을 위한 그린카 구축사업

2010년 동남 역경제권 그린카 사업은 인력양성, 기업지원, 안 편의 기업지원 

심으로 지원 정이며, 지역 그린카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선도산업 육성 지원

에 을 두어 실시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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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소연료 지자동차 실용화사업은 통합운 리  정비시스템 구축과 부

품개발 컨소시움 구성  연구과제 기획, 자동차의 날, 웅기 축제 등의 행사 참여

를 통하여 시민 홍보와 시승식을 개최하고, 국내 실용화 련 세미나를 통하여 

시민 홍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6) 기타 추진사업

2009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1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울산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는 울산주력산업의 고도화 지원  미래지식기반 산업 창출의 융합과학기술 

연구거  구축과 융복합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기  유치  집 화를 통한 

울산 주력산업과 첨단과학기술을 목·확산하기 한 기반 구축사업이다.

2010년도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35억 6,000만원이며, 울산과학기술센터 추가 

주차장 조성공사  R&D성과 시장과 강의장 구축으로 3억 8,000만원, 융합기술

분야 기 원천 공동연구개발 R&D 지원에 16억, 기 ·원천 연구테마 지원에 4억

원, IT·NT·BT 분야 산·학·연 연계 연구회 구성 운 에 4,000만원, 융합과학기술센

터 운 에 6억 5,000만원 그리고 우수연구기   기업부설연구소 추가 유치업무

에 을 둘 계획이다.

4. 정밀화학사업단

가. 울산정 화학센터 건립  운 사업

  울산 역시 구 다운동 411번지에 치한 울산정 화학센터(UFIC : Ulsan Fine 

Chemical Industry Center, www.ufic.or.kr)는 지역 략산업진흥사업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석유화학공단 기공식을 기념하는 ‘제1회 울산 화학의 

날’인 2007년 3월 22일 인 라를 완공하여 개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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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정 화학센터는 울산 다운동 화학산업 신단지 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남본부와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지원센터를 유치하여 력사업을 개함으로써, 울

산 화학산업클러스터의 성장을 주도해 가고 있다.

  울산정 화학센터는 연구개발과 기업지원기능을 포함한 4개의 실로 조직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을 한 분석평가장비와 국내 최

규모 최고수 의 정 화학합성 시험생산설비(Pilot plant)를 구축하고 있다. Pilot 

Plant는 재 API(원료의약품) 제조를 해 공장등록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품질 기 )을 추진 이다. 

  센터 본부동은 지상 4층으로 정 화학사업단 사무실을 비롯해 공용장비실, 산

실, 크린 룸, 임 연구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생산동은 지상 3층

으로 API 합성, 정 화학합성, 자재료  기능성 색소 Part의 차별화 된 첨단산

업 양산지원 Pilot 설비가 확보되어 본격 인 시제품 생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 화학센터내에 입주한 24개 기업과 상생  트 쉽을 체결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시장의 변화에 응한 기술 

 정보제공에서부터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마 이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으

로 가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 화학사업단은 울산테크노 크내 하부조직으로 1센터 4개실, 10개 으로 구

성되어 있고 20명의 인력으로 운 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울산 정 화학 산

업체가 필요로 하는 장비, 시설, 인력 등을 체계 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에 산재한 

화학업체들을 효율 으로 연결하는 핵심앵커시설의 설립으로 신역량를 강화하

고, 과학기술 역량강화, 연구개발 능력강화, 기술인력 양성 산학연  력체제 구

축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진  정 화학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

고하는 것이다.

나. 2단계 지역 략진흥사업

  울산정 화학센터는 1단계 지역 략산업 진흥사업을 통해 분석평가와 시험생산

동 설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에서부터 마 까지 One-stop 기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근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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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본격 인 2단계 지역 략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센터를 심으

로 기존의 기술지원, 마  활성화 사업  인력양성사업이 한층 강화하 다. 

  한, 화학산업 신단지에 들어서게 될 신화학 실용화센터 건립에 참여하여 연

구개발 결과의 상용화를 한 실질 인 기업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친화경청

정기술센터와도 력하여 기후변화 약에 응한 근 지원 추진 이다.

  1) 수요 맞춤형 소재 실용화 사업

  울산정 화학센터에서는 1단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의 결과물로 구축된 인

라  국내 유일, 최고의 문 생산 설비를 활용하여 친환경 신공정개발 지원사업

으로 약 2조원의 매출(47개 기업, 130건의 시제품 제작 지원  공정개선 지원)을, 

분석지원사업으로 약 19.7억원의 매출(19개 기업 3,500건의 분석지원)을, 정보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재산권(국내외특허  특허맵 분석)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  

문 DB제공으로 기업의 R&D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하 다

  2) 정밀화학 글로벌마케팅 역량강화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략산업 련 마  활성화를 한 

마  기반구축, 시장  로개척, 시회 개최  참가, 랜드 창출  홍보 

등을 지원하기 해 총 109.85억 규모(2009년도 지원 산 기 )로 “ 략산업마

활성화사업”을 추진하 다.

  “정 화학 분야 핵 수출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원 상기업을 기업규모  수출

실 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기업의 수출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

다. 단계별 마  지원시스템은 로벌마  략수립, 략지역 지마 , 해

외시장 다변화, 수출업무 공통지원의 4개 Module로 구성되어 있으며 Module별 

2~3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사업 반에 걸쳐 내수 심의 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탈

바꿈시키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참여기업의 매출로 이어져 지난해 43개 울산지역 소화학기업의 사

업 참여를 통해 수출 효과 1,200만불, 내수 효과 26억 8,000만원의 성과를 거뒀

으며 재 꾸 히 해외바이어를 통해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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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 맞춤형 정밀화학 전문인력양성사업

  울산정 화학센터가 주 하고 울산 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참여하는 

장맞춤형 정 화학 문인력양성사업이 2008년 12월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어 

지난해 2차년도(2009년) 사업추진을 마무리하 다. 이 과제는 정 화학분야 장인

력의 재교육과 연구개발 문인력양성을 목 으로 진행된다.

  2009년 한 해 동안 총 14개 과정 17개 강좌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울산정 화

학센터에서는 분석기기 문인력양성과정, 정 화학산업 시스템경 리 신 략과

정, 장방문형 특수화학 문기술교육을 진행하 다. 울산 학교에서는 산업 장

기반기술교육과 비인력을 한 장기인턴쉽 과정을 진행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에서는 R&D 기술기획  기술사업화교육을 각각 진행하 다.

  울산정 화학센터에서 진행한 장방문형 특수화학소재 문기술교육은 많은 

가시  성과와 기업들의 만족감을 부여해 주었다. 시간․장소․내용․강사까지 기

업체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업체 내의 닫힌 공간에서 문기술교육과 컨

설 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신규사업의 기술․시장동향 악, 고객의 컴

인 해결, 장 공정의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기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맞춤형 교육

으로 진행되어 직 인 기업의 이익창출로 연결이 되었다. 

  4) 기후변화협약대응 기업지원사업(위탁)

  기후변화 약 응 기업지원사업은 울산지역 소ㆍ 견 기업을 상으로 구축

된 컨설  문 인력 Pool을 활용하여 화학, 환경, 에 지 기업의 공정진단을 실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개선 시 효과가 큰 기업을 상으로 기업 생산화 공정의 

효율 인 에 지 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을 한 컨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 화학사업단에서는 2009년도에 공단별, 산업별 주요 기업체 황 악  수

요조사 후, 2009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10개 업체를 상으로 기 공정진단을 실

시하 다. 이 기업체들을 상으로 잠재  에 지량과 온실가스량이 큰 기업체를 

우선하여 티엔씨 등 총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컨설 을 실시하 다.

  정 화학사업단에서는 에 지  온실가스 감 공정컨설  사업을 통하여, 올

해 약 21억 2,100만원 경제  효과를 얻었으며,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16,065 

ton/yr 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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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사업(위탁)

  첨단부품소재 실용화 사업은 산·학·연의 핵심 원천소재 개발 활동을 통합 지

원하기 한 정 화학( 자재료, 의약, 수송기계용) 소재정보구축을 통한 기술·시

장정보, 특허·표 화정보, 산업통계 등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재정

보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이다.

  한, 소재 분야의 물성 정보를 수집·생성해 수요자 심으로 가공하고 개발 지

원제도와 연계,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체 주기를 지원하기 한 유무형 인

라를 활용하여  산업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재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첨

단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목표로 한다.

다. 공동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1)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울산정 화학센터 화학산업의 R&D 역량강화를 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을 수행 이며, 한국화학연구원과의 기술 력사업과 기업부설연구소설립지원사업 

등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지원으로 기업체들로부터 실질 인 성과를 유도하고 있다.

  타 지역의 특화센터와 달리 '울산정 화학센터‘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업지원 뿐

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포함하여, 센터의 인 라(분석장, 시험생산장비)와 문

인력을 활용하여 융합화학연구실과 신화학연구실을 운 하고 있다. 

  융합소재, 기능성소재, 자재료, 친환경에 지 련 소재  공정개발을 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체 인 R&D 역량으로 지방기술 신사업, 부품소

재기술개발사업, 산업원천개발사업 등 2009년 재까지 33개 과제 692억 규모의 

정부과제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의 수요를 국가 기술로드맵에 반 하기 한 연구네트워크를 운

하고 있으며, 자동차 내장재 클러스터  나노산업 발 연구회 등을 통해 제품개

발 련된 자문  기술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해 울산정 화학센터에서는 지역 내 연구소장 의

회를 비롯한 9개의 문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체 

연구개발 수요와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울산의 생산기반과 의 지식기

반이 결합한 ‘한국 소화학기업 회’를 창립함으로써, 역간 력사례들이 도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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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정 화학센터는 국내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정

화학 첨단산업 련 Global 선도 기업인 벨기에 소재 솔베이 그룹(Solvay Group)

과 리튬 이차 지용 화학소재 공동개발 련 국제 력사업을 추진 에 있다. 

  솔베이의 약 20억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력사업은 정 화학 

산업 련 해외선도기업의 직 인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국제 력사

업으로써, 선진첨단기술 보유 기업과의 력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 내 정 화학산

업 역량 강화와 함께 다국  기업연구소의 울산 유치가 기 되고, 장기 인 

에서는 신규 Item 의 국내 진출로 인하여 해외 투자가 진될 것으로 망된다.

 2) 지방기술혁신사업(PRIDE 사업단)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 크 정 화학사업단은 티엔씨(주), 울산 학교, ENF(주)

와 공동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R&D사업인 ‘2007 지방기술 신사업’에 최종 선정

되어 지 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 46억원, 시비 20억, 민자 22억 6,000만

원 등 총 88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연구 수행은 

(재)울산테크노 크 정 화학사업단을 총 로 학(울산 학교 등), 소기업(티엔

씨 등), 기업(LG화학 등) 등 9개 기 이 참여하고 연구인력 70명이 투입된다.

  2012년까지 첨단 고부가가치 정 화학 소재 개발에 력을 다하고 개발이 완료

된 소재  부품 등은 실용화와 사업화를 극 추진, 목표연도 2015년에는 정 화

학기업 12개사 유치, 매출액 연간 1,574억원, 고용인원 520명 등의 경제  효과 창

출을 기 하고 있다.

 3)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난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와 약을 체결하 고 총 사업비 150억원(국비 85 

억원, 민자 65 억원)으로 5년(2008. 12 ~ 2013. 9)간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기업주도 인 연구개발사업으로 호석유화학, 신일화학공업, 코오롱 라스틱, 

인산디지 , 조 페인트가 세부주 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세

라믹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정 화학센터, 서울 학교, 부산 학교, 경상 학

교, 호타이어, 용자동차, 코오롱, 태성환경연구소 등 17개의 산, 학, 연 기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110여명의 연구원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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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1단계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이며 과제의 효율 인 운 과 진도  실  

리를 해서 총  주 인 울산테크노 크 정 화학사업단에서는 분기  반기

별로 주 책임자회의  운 원회를 개최하 으며 년 1회 정도 세부주 기 별

로 장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한, 참여연구원간 네트워크 형성을 해 문가 세미나, 자체워크   유사분

야 정부과제와 통합워크 을 개최하 다. 그리고 세부과제 지원을 해서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소재개발업체  부품 매업체간 컨소시엄 구성하고 기술 인증  

표 화 기  상호 연계 시스템  화학분석지원체제를 구축하 다. 

    

 4)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기업에서 총 주 으로 세계 인 조달 참여가 유망하

고, 부품·소재  타 분야 기술 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

천기술개발을 집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의 화학소재 심으로 이루어진 컨소

시엄에서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자동차 외장 비염소화 도료  내장 표피재 무도장화 기술개발』을 

해 2008년 6월부터 4년 동안 국비 56억, 민간 21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

며, 7개 업체, 석․박사  연구인력 50여명이 투입되어 상용화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에 탁기 으로 참여하고 있는 울산정 화학센터에서는 최첨단 시

험생산 장비를 활용하여 세계 일류 생산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 본 사업은 자동차기술지원단과의 지속 인 논의  력을 통하여 정 화

학산업과 자동차산업과의 융복합 기술을 울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고부가가치 수입소재를 상으로 세계 기술  시장 황, 국내 수요기업 선호 등 

품목별 세부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 효과  성장가능성이 큰 핵

심소재를 선정, 개발 Roadmap을 수립함으로써 선택과 집 에 따른 략  정

화학소재 육성 추진하고 있다. 

 5) 울산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

  (재)울산테크노 크에서는 울산지역 정 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정 화

학산업의 육성, 발 을 하여 2009 울산 역시-한국화학연구원 정 화학 기술

력사업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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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기업체의 연구개발 진  산․학․연 공동연구, 지역 기업체의 연구개발 

진  산․학․연 공동연구, 지역기업 수요기술  지역 신체계에 맞는 기술과

제 발굴  수행, 연구인력․연구기  유치, 네트워크 형성 등 연구개발 기반 마

련,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연구개발 인 라 확충에 한 

의식 환 유도, 지역기업체 연구 담부서 는 기업연구소 설립 유도이다.

  2006년에 3개, 2007년에 3개, 2008년에 4개, 2009년에 4개 과제를 수행하 으며,

본 사업은 울산지역 정 화학산업체의 R&D 기반조성, 활성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함을 목 으로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지역 화학기업의 R&D 인력, 인 라, 연구비 증가로 역량 강화, 생산과 R&D 결

합된 지속가능한 지식집약 인 산업으로 변모, 지역 R&D과제 수요의 질 ․양  

향상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4억 7,000만원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한 기술개발과제 지원과 지역 기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2009년 10월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약을 완료하 다.

 7) 국제공동연구기술개발사업(독일-솔베이 국제협력사업)

  세계 인 화학기업인 벨기에 솔베이 그룹이 울산정 화학센터 내에 연구시험센

터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솔베이 그룹은 오는 2011년까지 1단계로 75만 달러를 

출연해 리튬이온 2차 지용 기능성 화학소재를 개발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2단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이 실시된다.

  이 사업에는 자부품연구원(KETI), 2차 지 연구클러스터 등 국내 15개 기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솔베이 그룹 불소사업부의 아

시아 진기지로 향후 아시아 불소 련 제품의 한국 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독일 하노비 R&D 센터의 국내 이 으로 지속 인 개발 인 라와 첨단 신사

업의 국내 유치가 가능해 질 망이다. 한 2차 지를 포함한 에 지 소재 련 

사업(연료 지 등)의 지역 역량 강화로 련 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 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