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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진흥

1. 산업정책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발원지로서 자동차․조선․화학 등의 기간산업을 기반

으로 국가의 근 화를 주도했던 울산시는 로벌 무한경쟁에 돌입한 시 를 배경

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 환이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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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여 억원의 사업비로

신화학실용화센터․친환경청정기술센터를 건립하는 등 R&D인 라 구축 기술

개발에 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부터 동남권의 지역경쟁력 향상을 한 역경제권 연계 력사업

을 경남․부산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그린에 지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신성장

산업 육성을 하여 생산 연구기능이 융합된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린

기차 연구기반 구축,2차 지 산업의 육성,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동

북아 오일허 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에 력을 다하고 있다.

가. 지역산업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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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조성한 인 라(오토밸리,정 화학센터,테크노 크 기술 신 동)의 활용을

해 R&D등 SW사업과 환경산업 등의 육성기반에 을 두어 2단계 지역 략

산업진흥사업(2008년~2012년)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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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사 업 명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1,918.4 955.4 637.8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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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
술개발 48.7 36.5 0.0 12.2

특화분야(차체의장샤시)기획기
술개발

82.8 62.1 0.0 20.7

특화분야(차체의장샤시)신자
원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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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사업 현황〉

○ 2단계 역전략산업 흥사업 : 27개 단위사업(2008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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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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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인력양성공동기획사업 12.0 8.5 3.5 0.0

기획단운 울산 략산업기획단 운 사업 64.0 44.0 20.0 0.0

○ 타 역혁신사업 (단 ：억원)

부 문 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 업 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727.9 305.3 315.8 103.2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RIS)

난 육성사업(2단계) 10~13 33.6 24 4.8 4.8

녹색경 서비스 10~13 21 15 3 3

부생유황 11~14 25.2 18 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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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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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사업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사업은 정부의 지역발 정책의 핵심인 5+2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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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균형발 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며,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첨

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울산지역의 부족한 공장용지 난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역

량을 확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테크노산단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리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283㎢에 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이며,이곳에는

그린에 지 련 생산 연구단지를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조성가격측면에서 경

쟁력이 있어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기 되며,연구와 실증화 생산기능이 서로

시 지효과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여 새로운 산업단지 모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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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 용역을 완료하 고,2009년 5월에는 울산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총량을 확정하 으며,2010년 7월부터 산업단

지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1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 도시 리계

획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 다.2012년 5월 앙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거

쳐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하고,산업단지계획 승인 차를 거쳐 산업단

지 조성 공사를 2014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공할 계획이다.

다. 동남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역권 내 시․도간 는 역권간 연계 융합을 통한 시 지효과 제고와

역경제권 발 을 구체화하기 하여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역연계 력사

업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에 이차 지 핵심소재 실용화 사업 , 해상풍력 부품 실

용화 개발사업 , 해양 랜트 subsea 고압 시험인증 구축 사업 등 3개 신규사

업과 년도 3개 계속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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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광역연계협력사업〉
(단 ：억원)

연도 사 업 명 총사업비 주

2010 부생가스를 이용한 녹색기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123 울산TP

“ 선박의 안 항해를 한 근거리/원거리 Radar개발 102
울산 기

센터

“ BLDC모터 표 화 표 모델 보 사업 127 경남TP

2011 이차 지 핵심소재 실용화 사업 212 울산TP

“ 해상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227 경남TP

“ 해양 랜트 Subsea 고압 시험인증 구축 사업 174 경남TP

주)사업비 분담율 국비50%,지방비25%,민자25%정도

라. 2012년 업무계획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여 2단계 지역

략산업 진흥사업 과 역경제권 선도사업․연계 력사업 을 지속 추진할 계획

이다.울산테크노 크를 심으로 기업체, 학,연구기 간 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창업보육 등 기술 심의 기업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계획을

마련하는 등 2015년 산단 조성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 해 나가고,그린 기

자동차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기본 실시설계에 착수할 정이다.

2. 자동차 ․조선

가. 자동차산업

우리시는 연간 150만 생산규모의 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220여개의 자

동차부품업체가 집하여 국내 자동차생산의 25.6%를 하고 있으며 동남권 수송

기계산업의 거 지역으로서 국내 최 의 자동차 생산 집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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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동차산업 현황〉
(단 ：개,명,백만원,%)

지역별 생산액
국

비

부 가

가 치

국

비

사 업

체 수

국

비

종 사

자 수

국

비

울 산 28,949,100 25.6 9528,402 27.1 207 6.9 49,378 19.7

부 산 4,938,828 4.4 1,552,821 4.4 172 5.7 9,418 3.8

경 남 7,579,438 6.7 2,488,559 7.1 496 16.4 23,716 9.5

국 113,028,094 100 35,223,001 100 3,019 100 250,069 100

주)10인 이상 업체 기 ,자료 :통계청 공업통계조사보고서(2009)

2011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유럽 재정 기로 인한 서유럽 시장의 침체로 미국시

장 회복과 신흥시장의 수요가 증가되고,우리나라는 한․EUFTA발효,국산차 품

질 경쟁력 랜드 인지도 등으로 자동차 생산이 4,658천 로 역 최고를 기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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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우리시는 그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오토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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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세계 인 자동차 신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는 략을 구체화해 왔다.

2006년 개원한 자동차부품 신센터(758억원,연건평 20,363㎡)를 통해 기업체

장비이용지원,공동연구개발 등을 본격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2007년부터 센터의

장기 인 발 과 자립기반 확보를 해 다양한 사업을 개하고,

2008년 8월에는 공장형 창업보육 공간 확충을 한 업 신 건립과 충돌시험

장을 종합안 시험센터로 발 시키기 한 Sled시험장 구축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는 자동차 차체 제작용 형 형 표면처리장비로서 형 구내수명을 향상

시키는 이온질화표면처리장비를 구축,2010년에는 충돌벽하 측정 장비 복

시험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자동차 모듈화 부품평가를 한 세계 각국 안 분야

법규 상품성 평가에 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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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자동차 산업도시로의 이미지 선 과 수소경제 선도도시 거 확보를

한 수소연료 지차 실증 시범사업 에 참여하여 수소연료 지자동차 33 를 노

인복지,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유 기 등에 실증운행 하고 있다.

2011년 녹색성장 정책 출범과 함께 우리시가 의욕 으로 추진한 그린 기자

동차 차량부품 개발 연구기반 구축사업 은 2016년까지 국비 1,105억원,시비

163억원,민자 225억원 등 총 1,493억원을 투입하여 기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과

실용화를 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게 되며,국내 최 인 울산의 자동차 생산기반을

활용해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인 그린카 산업클러스터

로 발 이 기 된다.

자동차부품 신센터(APIC;AutomotivePartsInnovationCenter)는 자동차 부품

소재 련 R&D 인력․장비․시설이 집 화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 크)매곡지구

의 거 시설로 국 최고,최 의 지역특화센터로 인정받고 있으며,울산테크노

크 직제개편(2011년 12월 14일)으로 자동차부품 신센터(기존)에서 자동차부품기술

연구소로 명칭변경 했다.

나. 조선해양산업

2011년에는 LNG선, 형 컨테이 선,드릴십 등의 고부가가치선 주의 발주로

인해 한국조선사들이 세계 발주량의 반(48.2%)을 수주하여 세계 1 를 기록

하 다.주요 선진국인 국,일본,유럽 등의 수주량은 년 비 감소하 으나 한

국은 년 비 7.3%증가한 1,355만 CGT를 수주하 다.

우리 시는 세계 최 조선회사이자 한국을 세계 1 의 조선 국으로 견인하는

공업, 형선박 분야에서 세계 시장 유율 1 를 기록하고 있는 미포조

선과 200여 조선기자재 업체가 치하고 있어 조선해양 강국의 입지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2009년말 기 통계청의「 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액은 25

조 7,504억원으로 국 2 (국 비 34.5%)이며,부가가치액에서는 9조 2,339억원

으로 국 2 (국 비 39.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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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선산업의 여건〉
(단 ：개,명,백만원,%)

지역별 생산액
국

비
부가가치

국

비

사업

체수

국

비
종사자수

국

비

울 산 25,750,423 34.5 9,233,977 39.9 192 17.2 42,425 32.3

부 산 2,762,177 3.7 1,050,834 4.5 116 10.4 5,569 4.2

경 남 38,102,243 51.0 10,381,040 44.8 581 52.2 65,816 50.1

국 74,709,814 100 23,171,161 100 1,114 100 131,367 100

주)10인 이상 업체 기 ,2009년 기 통계청 DB자료(분류코드 :선박 보트건조업)

2011년은 유럽발 재정 기의 여 에 따른 조선해양산업 침체,가격 경쟁력을 앞

세운 국의 빠른 추격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략으로 응하고 친환경,고효율,고부가가치의 선박 제작과 블루오션

의 해양 랜트 시장을 공략하 다.

우리 시에서는 해양 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해양 랜트 Subsea 고압 시험인증 연계 력체계 구축사업 을 추진,1차년

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 랜트 Subsea의 핵심부품인 RiserPipe를 개발하여 싱

가포르 기업체와 40,952달러로 수출 계약을 맺었다.

본 과제가 완료될 시 인 2014년 4월까지 참여기업들의 수출 성과가 약 1억 달

러를 달성 할 것으로 기 하며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시장진출 확 ,핵심원천

기자재 개발 지원기반을 확충,2020년까지 지식경제부의 기자재 국산화율 목표

인 35%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조선해양 산업체 장 기술력 향상 안정 인 조선해양 산업인력 수

기반 조성을 해 2008년부터 조선해양 기능인력 양성사업 을 추진,2011년에는

산업 장기반 기술지원 교육,취업연계 비인력 양성,기업체 방문 맞춤형 교육

등 3,152명의 인력을 양성하여 조선해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다.

향후 우리 시는 조선해양산업의 문인력 양성,핵심기술 국산화와 신시장 선 ,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제품 차별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탄소 녹

색성장을 선도하는 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상을 더 높이고자한다.



제2절 산업진흥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251  

3. 화학 ․신소재

2009년 울산 지역내 연간 화학산업 생산량은 74.4조원이며,수출액 246억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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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왔다.이제 동북아 최고의 화학 도시

로서,바이오화학,이차 지,태양 등 신성장 동력산업과 어우러진 화학산업 신

르네상스 시 를 열고 있다.

가. 울산 화학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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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여 개의 소 화학 기업들 국내 1 의 화학․에 지기업인 SK이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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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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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폰,다우,솔베이,로디아폴리아마이드 등 세계 인 화학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20여 개가 넘는 국내 최 의 화학 클러스

터가 울산항과 인 하여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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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클러스터,남구 울주군의 화학/에 지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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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주요산업 비교〉 
(단 ：억원)

구 분
생산액

(a)

부가가치

(b)

종업원수

(c)

부가가치/

생산액(b/a)

생산액/

종업원수(a/c)

자 동 차 289,491 95,284 42,139 0.33 6.87

조 선 257,504 92,340 42,425 0.36 6.07

석유화학 744,568 115,729 19,580 0.16 38.03

주)자 료 :2009년 업․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뿐만 아니라 국에서 유일하게 략산업으로서 정 화학산업을 육성하고 있으

며,울산 화학의 날 제정을 통해 화학산업의 요성도 리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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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

터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공한 1972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 10월 31일을 국가 화학산

업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 다. 에는 울산,가을에는 서울에서 년 2회 화학과

화학산업을 알리는 행사가 개최되어,화학산업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게 되었다.

나. 화학산업 육성 전략

   1) 화학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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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 없다.따라서 울산시는 정 화학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정 화학소재기술

연구소,시험평가와 국제인증업무를 지원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남본부,

유망기업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테크노 크 기술 신동을 2009년 공하 다.

주)화학 신단지 1단계사업 2009년 공
북측에서부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남본부,정 화
학소재기술연구소,테크노 크본부동,기술 신동

주)화학 신단지 2단계 사업 공
좌측은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우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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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화학산업 규모 비 연구개발을 지원할 R&D기능이 거의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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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정 화학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해 나갈

국내 유일의 화학산업 종합연구지원단지 모습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전략산업인 정밀화학산업 육성

울산시는 2002년부터 정 화학산업을 지역 4 략산업 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 육성해오고 있으며,그 심에는 정 화학기업에 한 지원업무를 총 하는

 정 화학소재기술연구소 가 주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 구 다운동 화학 신단지내에 치한 정 화학소재기술연구소(CAMTI)는

2007년 3월 22일 개원한 이래 분석평가 시험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축(22종

82 ),효과 인 기업지원으로 국 최고수 의 특화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정 화학 문기업 육성,시험분석 지원(14,026건/년),시험생산

지원(53개사 3,685건/년),연구공간 사무실 임 (28실)는 물론 지식경제부 2단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체에 소재실용화 기술지원 화학기업의

녹색성장을 한 녹색경 서비스 제공 등 정 화학산업 육성을 한 포 인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 화학소재기술연구소와 동시 개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남본부

는 동남권과 경권내 최 최고의 국제공인시험소를 운 하며,화학·자동차·조선

등 울산의 주력산업은 물론, 속· 랜트·원 ·풍력 등 주요 기간재산업에 해 각

종 시험,인증,기술컨설 업무를 제공하고 있고,2011년 6,000여 업체에서 56,000

건의 이용실 을 보 다.

특히,울산지역 기업체에 한 시험평가비용 20% 할인혜택을 통해 지역 산업계

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유럽을 시한 세계 환경규제와 물질규제에 응하는

신화학물질 규제 응 근 지원센터 운 을 통해 지역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돕는 등 총체 기업지원과 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2년에도 분석평가․시험생산․애로기술지원,2단계 지역 략산업진흥사업의

지속 추진 등 정 화학소재기술연구소의 기업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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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연계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신역량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남본부의 국제시험인증기능 한 다양한 산

업분야의 수요를 반 하여 그 범 와 역을 확 시켜 나갈 정이다.

마지막으로 R&D분야를 담하게 되는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는

R&D를 기업체 제품개발과 생산에 연결하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수범 사업사례이다.

이미 울산시와 한국화학연구원은 공동 연구사업비 62억원으로 6년간 지역 기업체

R&D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정부의 형 R&D 사업에도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참여를 확 해 가고 있다.

특히,제 6회 울산 화학의 날에 개소식을 개최할 정인 신화학실용화센터는

2009년 6월 건축설계에 착수,2011년 하반기에 공하여,연면 10,127㎡ 규모로

서 한국화학연구원의 축 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지역 화학기업체에 이 하는

R&D허 역할을 수행해 갈 계획이다.

   3)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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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projectforUlsanPetrochemicalIndustry)이 2010년말 수립

되었다.

정유-석유화학 공단 고도화,인 라확충,산단 리모델링,신공정 신기술 R&D사

업,산단 효율진단,안 성 향상,클러스터 구축,법제도 개선 등 8 분야 100

액션 랜이 석유화학단지,여천단지,용연용잠단지,온산단지 75개사를 심으로 1

단계(‘11~’13),2단계(‘14~’16),3단계(‘17~’20)10년간 연차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로젝트를 2010년 업무보고에 포함

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석유화학 고도화 사업은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될 망이며,울산시는 2011년부터 “울산석유화학산업 발 로드맵”을 본격 추진

하기 하여 석유화학경쟁력 강화 원회를 개최하고,통합 이 랙 구축 용역수

행,변 소 건설 등 력 인 라 확충 력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을 추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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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성장동력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울산시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화학산업을 집 육성하고 있다.

석유를 정제해 석유화학제품을 만들 듯,식물 등 생물자원(Biomass)을 정제해 바

이오 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만드는 바이오화학산업은 울산의 신 주력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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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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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를 건립한다.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가 심이 되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와 제품화에 주력

하고,바이오화학 실증화 단지,산업단지를 통해 문기업을 집 육성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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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정책에 솔선하고 울산의 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갈 계획이다.

   5) 첨단 ․고부가 산업 전환 촉진

울산 화학산업은 기존의 기 원료 생산 심에서 탈피하여,선진국형 고부가 소

재산업,첨단 화학산업으로 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가장 을 두고 있는

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이미 울산에서 실 되고 있다.



제3장 경제통상

 256  2012 시정백서

특히 민선 5기 산업분야 역 시책에 반 되어 자동차,조선,화학산업 등 3 주

력산업을 기반으로 차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이차 지,수소연료 지,태양

등 신재생에 지,바이오화학 등을 집 육성하고 있다

이차 지,수소연료 지,태양 등의 산업은 화학산업군(LG화학,SK이노베이션,

KCC,한화 미칼,OCI등)이 주도하고,기타 산업군(삼성SDI, 공업 등)에서

진입하는 형태이다.

그 외 CO2를 활용한 그린폴 소재개발, 차원 탄소소재인 그래핀을 활용한 나

노소재 개발에 이르기까지 세계 인 수 의 화학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380

여개 화학기업들이 끊임없는 변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울산시는 지속 인

정책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6) 정밀화학 전문산업단지 조성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에 학남 정 화학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 기공식

을 2011년 6월 개최하고,총 266억원을 투입,온산국가산업단지 학남지구 일원에

부지면 13만 1,208㎡ 규모의 정 화학 소재부품 단지 를 오는 2012년까지 개발

행방식으로 조성키로 했다.

본 산업단지에는 의약소재,고분자 매,정보 자,자동차소재,친환경 도료 등

정 화학 업종이 유치되었으며,다운동 화학 신단지에서 연구개발,마 등 기

업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즈 ,피씨아이, 미,동원엔텍을 비롯 제일화성,

송정 화학,씨에스 미칼,워 등 15개사가 입주하게 된다.

그간 울산은 세계 인 화학산업 도시로서 석유화학 컴비나트 등 우수한 산업시

설에도 불구,고부가 정 화학 산업기반이 취약하고,화학산업에 한 부정 이

미지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큰 애로를 겪어 왔다.

 학남 정 화학 소재부품 단지 에 첨단 고부가 강소형 화학기업을 유치하고, 핵

심 소재․부품의 공 기지 로 조성하여,정 화학 산업단지의 표 모델을 제시함

으로써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 화학 기업의 산업용지난 해소와 제2,

제3의 첨단 정 화학 문단지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7)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화학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국내 최 의 화학산업단지와 다운동 화학산업 종합 연구지원단지,화학분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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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일류화 로그램을 추진하는 울산 학교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 자원,카이스

트,포스텍과 함께 국내 3 이공계 특성화 학인 UNIST,매년 확 되고 있는 기

업부설연구소를 잇는 거 한 화학산업벨트가 구축되어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략

산업인 정 화학 육성,신성장동력 바이오화학산업을 후방 지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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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12년 계획

우리시 화학산업 육성 마스터 랜은 크게 략산업인 정 화학산업 육성,주력산

업인 석유화학산업 고도화,신성장동력 바이오화학산업 기반조성 등 3 분야이다.

먼 울산시는 테크노 크,울산 ,울산과학 학교 등과 공동으로 재 조성

인 테크노산단내에 연구개발,교육,생산기능 융합으로 R&D성과가 최단시간내

생산기반에 목되고,강소형기업 창출을 주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사업 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고,정 화학,소재,에 지산업 육성공간을 확

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화학분야는 2010년말 수립된 울산 석유화학산업 발 로드맵 (RUPI)에 따

라 력 인 라,통합 이 랙 구축사업,스마트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100

액션 랜 추진 산 확보를 해 한국석유화학공업 회,여수, 산 석유화학단지

등과 공동 노력을 해갈 계획이다.

바이오화학분야는 북 새만 지역을 비롯, 국 으로 심이 확 되고 있는

추세로서 2012년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기본 실시설계 추진과 함께 선진사례 벤

치마킹 등을 통해 세계 5 의 석유화학산업과 연계 육성방안을 모색해갈 계획이다.

R&D확충분야는 울산 화학산업 R&D를 총 기획하게 될 한국화학연구원 신화

학실용화센터가 2011년말 공되어 그간 수도권,충청권 심의 R&D지원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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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생산 심형 울산지역 화학 산업계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큰 도움을

계획이다.

그 외 UNIST 차원탄소 신소재 연구센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 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지원 기반 확충

을 통해 지식기반 강소형 화학기업들을 지속 육성하여 울산 경제발 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4. 에너지산업 육성 정책

가.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

동북아시아 지역의 석유 소비량은 16.3백만배럴/d로 세계 석유소비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소비 물동량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석유수

불균형은 북미,유럽 등 세계 3 석유소비지역 가장 높고,향후 불균형의 정도

는 더욱 커질 것으로 망되며 석유의 교역도 활발할 것으로 상된다.아시아 지

역의 석유 수요는 국과 인도의 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북미지역의 석유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상되며,이는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안정 석유 공 과 석유의

효율 이용,역내 석유시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

하고 있다. 재 북미,유럽,동남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세계3 오일허 가 형

성되어 있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세계 인 오일허 가 없는 실정이다.

〈세계 3대 오일허브〉

구 분
상업 장시설

(백만 B)

정제능력

(백만 B/D)

장능력/

정제능력

상

소비지역
특 징

미 걸 연안 104.4 8.42 13.0배 미국 역 내수형

유럽 ARA 87.4 2.20 43.3배 서유럽
배후지역

수출형

싱가포르 52.2 1.4 21.5배 동남아 계수출형

울산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액의 34%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연간 약 1억 3천만톤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4 액체물류항인 울산항을 보

유하고 있어 동북아 오일허 를 구축할 수 있는 최 지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산업진흥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259  

이에 정부에서는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 하고 석유 기 응능력을 강화하

기 해 동북아 오일허 조성사업을 100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1조

6,3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40만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 장시설을 구축하

는 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오일허 울산지역사업 조감도>

한 울산을 동북아 에 지 시장의 심지로 발 시키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

로 육성하기 해 석유화학산업, 융․서비스산업 등 연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오일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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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산업 육성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원 90기 수출,신규 원 수주 4,000억 달러 이상 유지로

원 3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자동차･조선･반도체에 이어 원 산업을 차세 유망

수출분야로 부각시키기 하여 원 수출산업화 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는 UAE에 수출되는 한국형 신형원자로(APR1400)가 국내 최 로 건설

에 있으며 국제원자력 학원 학교 설립 UNIST내 차세 원자로시스템연구소

설치 등으로 원 산업의 연구 수출 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 기존의 원

설비,화학 랜트 조선기자재 업체와 연계된 고도의 검증받은 원 기자재 생

산기술과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우수한 산업 생산 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울산지역을 원 산업과 연구기능이 융합된 원 산업의 심

도시로 육성․발 시키기 하여 맞춤형 기본 계획인「원 산업 육성발 마스터

랜」을 2011년 1월 수립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는 앙부서에 지원을 건의하

는 등 사업을 단계 으로 시행할 비를 완료하 다.

동 과업은 2010년부터 2028년까지의 장기 계획으로써,총 9조 4천억원의 산

투입으로 5개분야 10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원자력

련 주요 기 ․시설 유치,원 설비 기자재산업 육성,원 타운 조성,원자력

분야 문인력 양성 동남권 역 원자력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계획 로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11조 6,93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5조 86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82,476명의 취업효과가 있을것 으로 상하고 있다

〈원전산업육성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추진 략 10 주요사업 사업기간

원자력 련 주요기 ·시설 유치

 ① 원 기자재기술개발원 설립 ‘11~’16

 ② SMART실증사업 유치 ‘11~’17

 ③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17~’28

원 설비·기자재산업 육성

 ④ 원 기자재산업 기술역량강화 지원 ‘12~’20

 ⑤ 원 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12~’20

 ⑥ 원 산업 멀티컴 스센터 설립 ‘15’~17

원자력 련 문인력 양성지원
 ⑦ 국제원자력 학원 학교 설립 ‘10~’12

 ⑧ 원자력 련 교육과정 신설 지원 ‘11~’20

원 타운 조성  ⑨ 원 타운 조성 ‘12~’20

동남권 역원자력벨트  ⑩ 동남권 역원자력벨트 공동구축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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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서 원 기자재 설비 생산,연구개

발,실증화 지원 원 문인력 양성 등에서 최고의 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다. 전지산업 육성

차세 국가 신성장 동력의 주력업종으로 각 받는 2차 지산업은 자동차,휴

용 단말기,에 지 장장치 등 응용산업 반에 걸쳐 격한 시장 확 가 이루

어지고 있고,매년 15% 의 고성장이 상된다.이와 같은 성장세라면 2차 지

시장은 2020년 5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산되며 재의 메모리 반도체 시

장이 400억 달러 규모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지산업을 제4주력 산업으로 육성코자 성숙기에 어든 3

주력산업(자동차,조선,석유화학)을 기술 고도화 업종 다각화하고,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소업체들이 정 화학기술을 특화시켜 2차 지 소재개발 등에 박

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 을 기하고 있다.

특히,삼성SDI와 독일 BOSCH사가 합작하여 공한 SB리모티 (주)에서는 자동

차용 리듐이온 2차 지를 양산하여 미국 3 자동차 제조사인 Chrysler,Delphi사,

독일 BMW 등에 공 하고 있으며,나아가 미국 USABC로부터는 420만 달러의 기

술료를 지원받아 차세 고성능 기자동차 밧데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정 화학(주),SK 미칼(주),삼성SDI(주),한화 미칼(주),코스모화

학(주),솔베이 미칼(주),(주)엔바로테크,(주)후성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차세

신성장동력 확보를 해 지산업으로 업종을 다각화 융합화하고 있고,UNIST

에서는 2차 지 연구성과물을 기업체에 이 하는 등 지역기업이 신 수종 산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기업의 업종 다각화 융합화를 체계 으로 지원하고 지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해 KIER,UNIST,울산 등 지 련 국 최고 두뇌집단인

『울산 차세 지 원천기술센터(연구거 기 )』를 설치하 고,울산테크노 크에

는『이차 지 핵심소재 실용화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기술 이 ,인력양성,제품

인증 등 생산에서부터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강화하여 지 련 ･후방

산업을 체계 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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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산업 전 산업

◉양극소재 ➡➡➡➡➡➡➡➡➡➡

이

차

전

➡➡➡➡➡➡➡➡➡➡ 휴 폰,노트북PC,스마트폰 등 MobileIT

◉음극소재 ➡➡➡➡➡➡➡➡➡➡ ➡➡➡➡➡➡➡➡➡➡ 디지털카메라,MP3P,캠코더 등 기 자제품

◉분리막 ➡➡➡➡➡➡➡➡➡➡ ➡➡➡➡➡➡➡➡➡➡ 기자동차(HEV,PHEV,EV)

◉ 해액 ➡➡➡➡➡➡➡➡➡➡ ➡➡➡➡➡➡➡➡➡➡ 기자 거,지게차,카터 등 수송기계

◉Pouch ➡➡➡➡➡➡➡➡➡➡ ➡➡➡➡➡➡➡➡➡➡ 태양 에 지 장,풍력발 에 지 장

◉Can ➡➡➡➡➡➡➡➡➡➡ ➡➡➡➡➡➡➡➡➡➡ 지능형로 (CareRobot,Entertainment,교육 등)

◉보호회로 ➡➡➡➡➡➡➡➡➡➡ ➡➡➡➡➡➡➡➡➡➡ FlexibleDevices

◉집 체 ➡➡➡➡➡➡➡➡➡➡ ➡➡➡➡➡➡➡➡➡➡ 의료기기(내시경캡슐, 압계,인공심장 등)

◉첨가제 ➡➡➡➡➡➡➡➡➡➡ ➡➡➡➡➡➡➡➡➡➡ 방산용(무인정찰로 ,잠수함,어뢰 등)

◉자동화설비 ➡➡➡➡➡➡➡➡➡➡ ➡➡➡➡➡➡➡➡➡➡ 팩 지,모듈

〈2차 지산업 흐름도〉

한 테크노산단내 친환경 지융합 실증화단지를 조성하여 2차 지,태양 지,

지소재산업 등 특화된 에 지 산업군들을 집 화시키고,울산이 정인 에 지

리공단,에 지경제연구원,한국석유공사 등과 연계하여 울산을 지산업의 메

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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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2년 계획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지,신재생에 지,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동북아 오일허 구축을 통해 에 지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으

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허 울산지역사업은 국가의 석유 수 안정과 석유 안보를 확보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 산업의 발 을 선도할 국책사업으로써 2011년에는 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동북아 오일허 북항지역사업에 한 기본설계를 완료하

으며,오일허 조성에 따른 연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 산업은 정부의 원자력수출 산업화  략에 발맞춰 2012년에는 지식경제부의

『원 클러스터 조성』용역사업에 원 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원 기자재 기술개

발원 설립 등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반 될 수 있도록 극 노력

하고,원 IT융합지원센터 운 지원과 함께 지역의 학,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

계 력을 통해 원자력분야에 한 문교육과정의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산업의 경우 2010년 11월 자동차용 이차 지업체인 SB리모티 가 우리지역

에 건립되고 삼성정 화학,SK 미칼,한화 미칼 등의 기업과 코스모화학,솔

베이 미칼 등의 견기업이 지산업에 본격 으로 진출함으로서 기존의 선도산

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 이어 차세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2012

년에는 지역 지산업 수요 조사,차세 지 원천기술센터 설치, 지산업 연구개

발 산･학･연 의회 운 , 지산업 연구개발 기술이 지원사업 추진 등 지

산업의 확고한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5. 미래첨단산업

가. 환경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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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은 다학제 ,융합 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표 인 지식기

반신산업으로 향후 울산 뿐 아니라 세계 으로 유망한 신산업으로 지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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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조선,화학 등 기반산업을 보다 육성하기 한 고도화 략산업으로 울산의

미래를 해 략 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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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고,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속 으로 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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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하기

하여 지역내 집 화된 화학공업의 환경수요를 바탕으로 한 환경산업을 우선 육성

가능한 산업으로 보고 울산 미래산업(환경산업)육성을 한 조사 연구 용역을 실

시(2003년 8월 ~2004년 2월)하 고,제1차『지역 신발 5개년 계획(2004년～2008

년)』에 자동차산업,조선해양산업,정 화학산업과 함께 환경산업을 4 략산업에

포함시켰으며 환경산업 연구시설 장비확충, 문 지식의 공유, 리시스템 기

술개발,인력양성 등 환경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울산친환경청정기술센터 운영

환경산업 육성에서 가장 요한 것은 기술개발 사업화이며,이를 해서는

기술개발 사업화를 선도할 핵심거 기 으로서 연구개발 심의 환경특화센터

가 필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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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억원(국비 91,지방비 152)으로 친환경청정기술

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건축공사는 2011년 12월에 완료하 다.

친환경청정기술센터에서는 지역 기업체 친환경 기술력 제고 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한 최 화된 장비구축과 자동차‧조선‧정 화학 등 지역 략산업과 연

계된 첨단 친환경 청정생산기술의 용을 통해 차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고,기업의 친환경 청정생산기술 신과 품질 신뢰성 향

상을 한 토탈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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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가 2007년 4월에 설치되어 재 40명의

문인력이 근무하면서 각종 R&D 근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8종

36 의 장비를 구축‧운 하고 있다.

센터 건물이 지난 2011년 12월에 공 입주하게 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험

생산동 가동,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 수행 지원,청정화 기술개발 장비 시범생

산 설비 지원,시범생산을 통한 양산기술 확보 신공정 기술지원,선진국 신공정

기술 정보 도입 분석을 통한 련기술간 정보교류‧확산,친환경 생산공정 확립

을 한 시제품과 신기술개발 동향조사 문가 청세미나 개최 등 선진 청정

화기술을 지역 산업체 맞춤형 신기술로 가공 이 ‧공 하는 등 기업지원과 기술

개발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2) 환경산업 육성․지원

기 환경산업의 기술은 오염방지를 한 사후처리 개념의 기술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이제는 오염물질의 발생억제를 한 사 오염 방 분야인 청정기술 개발

로 환되는 추세이다.특히,제조공정과 제품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원화

하는 자원 순환형의 기술발 이 추구되고 있으며,다양한 국제 약 규제들은

국가 간의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실정이고 다자간 환경규제 상이 OECD,

WTO등의 국제기구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이해 계로 인해 합

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망이나 발효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상

된다.

선진국의 환경산업은 기술집약 이고 미래지향 인 산업구조로 환함에 따라

핵심 신기술 확보에 집 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 기업체의 기술수 경쟁력 제고를 해 에 지 감

무오염 배출 등을 한 청정공정기술,자원순환기술 등 국제환경 규범에 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공정기술 자원순환기술 등 규제환경규범 응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해 2007년부터 환경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2008년부터는 기

후변화 응 녹색산업 기술 등 환경 기술력 증진 환경의식 고취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한 환경에 지 문인력 양성 사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 약 응을 한 기술지원,지역기업의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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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녹색경 체계 구축 유도를 한 지역에코 신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역의 주력사업에 친환경청정기술의 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기술집약 환경수요에 부응하고 국내외 환경시장을 선도하는 친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환경‧에 지‧경제발 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나. IT산업 육성

IT는 산업의 녹색화에 부응하여 다시 주목받는 산업분야가 되었고 산업+IT융

합의 추세에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 다.

융합의 메시지를 실 하는 지름길은 IT·SW이다.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고

꽃을 피워가는 것은 소 트웨어의 역할이기 때문이다.이는 자연스럽게 IT특화과

제발굴이라는 명제로 부각되었다.IT특화과제 발굴과 성공은 지역산업과 국가경

제의 성장동력을 이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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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한 IT특화사업 과제 발굴에 역 을 두고 산학연 력으로 포럼․세미나․컨

퍼런스․워크 을 개최하여 왔다.이는 지역 IT 계자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IT

ThinkTank역할을 하면서 지역SW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에는 IT컨퍼런스 개최,IT 계자 워크 포럼 개최,마 지원과 선

도기업 IT/SW기술상용화지원(기술개발지원)사업,자동차산업 온실가스․에 지

리시스템 구축,선박 이더 시스템 개발사업을 (재)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

해 시행하 다.

〈 IT업체 현황〉
(단 ：개사,%)

구 분 계
정보통신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
소 트웨어 컴퓨터

련 서비스

업 체 수 300 71 163 66

비 율 100 24 54 22

주)2011울산 IT·SW산업 통계조사 보고서(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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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 컨퍼런스 개최

2011년 10월 13일 롯데호텔에서 IT․산업체 계자 674명이 참석하여 최신 IT

기술 동향에 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 다.주요행사 내용으로 조선,자동차,에

지 산업에서 IT융합사례와 발 략을 소개하 다.

진행사항으로 기조연설,주제발표와 기획 시로 선진화된 IT산업 기술을 보여

주었다.개최가 끝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 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IT컨퍼런스는 우수기술의 벤치마킹,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IT기술

변확 에 기여하고 있다.

   2) 울산 IT포럼 운영

울산 IT포럼을 (사)울산정보산업 회에 탁 운 토록 하고 있는데 (사)울산정

보산업 회는 2007년 3월 9일 창립되어 6개 분과 10명의 임원과 100여명의 회원으

로 운 되고 있으며,지역 IT분야의 인 네트워크 구축 민간 심의 활성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주요추진사업으로 IT기업 계자 교류 증진활동, 략산업 소그룹 연구

활동 IT융합 과제 발굴, 문가 청 세미나를 개최하 다.IT분야 인 네트워

크와 사업활동의 다양성을 하여 (사)울산정보산업 회는 민간 심 자율성에 바

탕을 두고 운 해 오고 있다.

   3) IT ․벤처기업 성장지원사업

IT․벤처기업 성장지원사업은 지역 소재 소기업에 한 정보화 마 지

원을 통해 지역 IT산업 육성과 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 추진하는 사

업이다.

2011년 성장지원사업은 총 31건이고 세부추진사항으로 홈페이지 제작 8건,ERP

시스템 구축 4건,그룹웨어 구축 등 6건,홍보물 제작 10건,제품 고 3건이다.

   4) 선도기업 IT/SW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선도기업 IT/SW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은 IT특성화분야의 기술개발을 집 지원

하고 IT기업․제조업체․ 학․연구기 들 간의 클러스트 구축 업을 장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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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로운 력 비즈니스(cluster)모델을 개발하면서 특성화분야의 기업육성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 3개 업체에 2억원을 지원하여 IT기술개발에 도움을 주었다.개발과제는

산업안 을 한 모바일 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클라우딩 컴퓨 을 한 다

속 기술 개발,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한 구 랫폼 기반의 소 조선

기자재 업체용 업무 리시스템 개발이다.

   5) 자동차산업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가 지역내 SW산업기반구축 활성화를 하여

공모한 지역SW융합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2년간(2010년 ~2011년)25억원을 투입하여 완성차 부품 력

업체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리시스템을 구축하고,향후 온실가스 에 지의 효

율 인 리 감을 실 코자 추진되었다.

   6) 선박 레이더시스템 개발사업

이 사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가 역권간 연계․ 력 진 선도산업 육성을

하여 공모한 역경제권 연계․ 력사업 에 선정되어 추진 이다.

주요내용으로는 3년간(2010년 ~2013년)101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선박의 안

항해를 한 이더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고,향후 상용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 벤처기업 육성 지원

우리시의 벤처기업의 수는 2005년부터 증가추세로 2010년말 390개에서 재 427

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벤처기업 현황〉
(단 ：개사)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업체수 201 229 303 39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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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벤처빌딩 운영

벤처기업 집 화 성장 진을 한 벤처기업 집 시설로 남구 무거동 462-3,

4번지에 지 995.8㎡,연면 8,295.44㎡ 규모(지하3층,지상9층)의 울산벤처빌딩을

2006년 6월 20일 공하 다.

울산벤처빌딩은 지역 소ㆍ벤처기업의 입지공간 제공은 물론 원-루 (One-roof)

종합지원체제를 통해 로벌기업으로 성장 지원하기 하여,기업체 임 공간 48

실과는 별도로 회의실,PT실,교육실,휴게실,공용장비실 등을 구축하고 있다.

입주 상은 내 벤처･ 소기업으로 성장 유망한 기업을 우선하여 입주심사결

정을 하고 있다. 재 34개 업체가 47실에 입주해 있고 지원사업은 입주기업 비즈

니스 지원사업,기술장터 참가,공용장비 시설 인터넷망 구축지원,주차지원,우

수기업 포상 등 입주기업의 성장을 하여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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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지정되어 운 하고 있다.

입주기 으로는 벤처빌딩,울산 학교,울산테크노 크가 있으며, 재 151개 기

업이 입주,그 벤처기업이 59개 기업이 분포되어 있다

2011년에는 벤처기업육성 진지구 활성화를 하여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와

진지구내 입주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매출증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 다.

   3)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사업

성장 유망한 기술우수 벤처기업을 발굴,비즈니스자 ․자 융자․투자유치

지원 등 종합 인 지원을 통하여 로벌스타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기업에

성공모델로 제시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진 기술력제고를 도모하기 한 시

책이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재 총 26개사(2004년 4개사,2005년 4개사,

2006년 3개사,2007년 4개사,2008년 3개사,2009년 3개사,2010년 3개사,2011년 2

개사)를 선정 지원해 오고 있으며,2011년에는 20개사가 신청하여 6개사(신규 2,

기존 4)를 선정하고 비즈니스 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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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참여 융기 으로부터 약 25억원의 자 융자가 이 져 특허등록

출원 16건,이노비즈기업 2건,벤처기업인증 3건, 로그램등록 1건 등의 지식재산

권 작권을 획득하는 실 을 거두었으며, 로벌 경제 기 속에서도 수출 증

가율이 년 비 평균 20%이상 증가하는 등의 실 을 이뤘다.

   4) 기타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역 벤처기업 우수한 신기술의 제품 상품화를 하여『우수 신기술 시제품 제

작비 지원사업』으로 8개 업체에 시제품제작(형,모형)을 완료했으며,벤처기업

의 핵심 애로기술에 한 선진 과학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복연구 방지,선진

기술 모니터링 등 기술경쟁력을 갖춘 신형 기업으로의 성장 발 을 해 54개

업체에『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하 으며,『벤처기업 수출지원사업』

으로 6개사에 략수출 희망국가에 해 맞춤형 해외 문마 서비스로 수출

성공하여 매출증 에 기여했다.

   5) 산업박람회 개최

울산산업박람회는 벤처･ 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의 기업 홍보 로개척,정

보교류의 장을 하여 1998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시가 주최하고 울산 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 한『2011울산산업박람회』는

제14회째로 2011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동천체육 에서 벤처 소기

업 62개 업체 92개 부스 규모의 기술제품 시회와 국내외 바이어 청상담회 등

을 통하여 신제품․기술 정보교류와 기업홍보에 기여했다.

2012년에는 기업홍보 제품 시 주의 행사를 기업의 로,기술개선,정

보교류 등 기업의 성장지원을 한 행사로 국내외 제품구매 상담회,최신 기술동

향 세미나,디자인 개발 컨퍼런스,FTA 응･품질경 개선･창업 특강,자 투자 상

담회,기업인의 밤 등 지역 벤처 소기업의 종합박람회 성격의 행사로 발 정착

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 2012년 계획

건강한 미래첨단산업의 성장을 해서 친환경 산업의 육성 발 과 IT/SW 산업

이 동반 성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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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환경산업의 육성 발 을 해 청정공정기술 등 환경산업기술개발 지원,온

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 약 응을 한 기술 지원,

지역기업의 청정생산을 한 지역에코 신사업을 추진하며,친환경청정기술센터

에서도 11종 11 의 장비구축,청정화 기술개발 장비 시범생산 설비 지원 등

문인력의 기업근 지원을 통한 고품격 기업기술지원 수행과 기술개발사업을 본

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IT/SW산업의 육성을 해 기술 정보화지원,마 네트워크구

축 지원,자동차 산업 공 망 실시간 품질모니터링 체계 구축,선박 이더 시스템

개발사업,조선IT융합 신센터 운 을 지원하며,

벤처기업 육성을 해 산업박람회 개최 벤처기업육성 진지구 활성화사업,

벤처빌딩 운 , 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R&D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시제품 제

작･수출지원,벤처기업인 경 신 워크 사업으로 벤처기업이 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 과학기술

가.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울산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 미래지식기반 산업 창출을 한 융합과학

기술연구 거 구축을 목표로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울산지방과학연구단지로 선정되어 2009

년 10월 19일 기존 자동차조선기술 을 리모델링,융합과학기술센터로 개원하 다.

사업비는 5차년도(2009년~2013년)에 걸쳐 총430억원(국비150시비280)이며,1차년

도에 융합과학기술센터 개 공동연구개발 지원 12개 R&D과제를 완료하 다.

2차년도는 주차면 55면 확장,R&D성과 시장 2곳과 인력양성 강의장 구축

장기 과제로 27개 R&D을 진행하고 있으며,3차년도는 녹색자동차 체험 구축,

장비구축동 기본설계 완료와 기 ‧원천기술 R&D과제 23건을 추진하 다.

4차년도(2012년)는 주력산업의 나노기술 융합지원을 한 기 연구 창업공간

확보와 2단계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수립시 나노융합소재,그린에 지 원 IT

분야의 R&D 응을 한 융․복합 첨단과학기술진흥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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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건립되면 기존의 과학기술진흥센터(매곡동)와 함께 울산의 과학기술 컨

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울산 주력산업 미래 신규산업의 기 과학기술 기

반확 로 기 ․원천 R&D를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 된다.

〈과학연구단지 육성 사업비〉
(단 ：백만원)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43,000 12,700 3,100 3,100 12,700 11,400

정 부 출연 15,000 1,000 1,400 1,400 6,000 5,200

지자체 출연 28,000 11,700 1,700 1,700 6,700 6,20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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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억원 투입․연구를 통해 특허

109건,공정개선 277건,시제품 305건,기 연구 등 233건의 실 을 올렸으며,458

개 소기업이 참여하여 장애로기술 해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산학 공동기술개발 학별 연구비 지원은 울산 학교에 8억 3,900만원

12개 소기업 참여로 12개 과제 수행,울산과학 학교에 5억 6,300만원 9개 소

기업 참가로 9개 과제 수행,한국 폴리텍Ⅶ 학 울산캠퍼스는 1억 1,700만원 2개

소기업 참가로 2개 과제 수행,울산과학기술 학교가 연구비 7,100만원으로 1개

의 소기업 참가로 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 다.

지역 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기 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총24억원 사업비로 계속지원 연구소 6개소와 신규연구소 설립 6개소를 지원하 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울산 학교외 3개 학이

소기업 신기술개발 20개 이상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며, 소기업 기술개발향상을

한 산학연 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24억원을 투입하여 12개의 연구

소설립을 지원하여 지역 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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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환됨에 따라

시민과 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역 추진하고 있다.

주 기 은 울산지식재산센터(울산상공회의소 내)로 2009년 특허종합컨설 사업

을 시작하 으며,2011년에는 랜드 가치제고사업을 신규로 시행하 다.

사업비는 특허청과 1:1매칭으로 2009년 총 3억원,2010년 4억원,2011년 8억원

등 매년 확 하여 소기업의 특허․ 랜드․디자인 련 컨설 상담,특허 등 출

원비 지원, 랜드(디자인)개발 등 다양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추진 이다.

2009년 이후 140여 개사를 지원,1,600여건의 특허 등 맟춤형 컨설 을 지원하

으며,2011년에는 특허 랜드 국내․외 출원비 지원 220여건과 랜드 개발

지원 7건,특허기술 시뮬 이션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 다.

2012년에는 디자인 가치제고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사업비도 12억 6천만원으로 확

하여 시민과 지역 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지원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 지식재산권 출원현황〉

구분
특허∙실용신안∙ 랜드∙디자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1년 증가율

서울 124,811 122,494 118,037 121,151 2.6

부산 10,287 11,274 10,591 11,584 9.4

구 10,076 10,626 10,250 9,855 -3.9

인천 13,273 13,679 13,167 14,144 7.4

주 4,206 4,375 4,429 4,709 6.3

13,378 14,183 14,175 14,331 1.1

울산 2,363 2,590 2,932 4,309 47.0

주)특허청 통계자료

라. 과학문화행사 추진

2012년에는 과학기술분야 명사 청 특강이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 이라는 주

제로 확 (연 12회)되며,과학기술제 이 산업박람회와 분리되어 5월 18일 ~5월

20일에 울산과학 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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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4회 신나는 과학체험마당을 4월 28일 ~4월 29일에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과학을 딱딱한 학문으로 배우기보다 실험과 체험

교육을 통해 생활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환하게 함으로써 과학

기술 화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과학문화행사〉

사업명 주요내용 일시 장 소
상

(참가인원)

제3회 신나는

과학체험 마당

실험·체험행사,

사이언스콘서트 등

4월30일

~5월 1일

울산 공원

남문 SK 장

학생 일반인

(20,000여명)

산업박람회 &

과학기술제

과학기술체험 운

기업신제품 시

5월27일

~5월29일
동천체육

학생 일반인

(100,000여명)

제2회 KVN

울산천문

공개행사

별자리 측,

천문박사 강연
10월1일

울산 KVN

문

학생 일반인

(300여명)

제9회 UCI로

경진 회
로 경진 회 10월30일 울산공고

학생

(150명)

과학기술분야

명사 청 특강
특강

7월~11월

(6회)
시청 강당

학생

(2,700명)

마. 2012년 업무계획

소기업의 기 ․원천기술 R&D사업을 지원하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4

차년도 사업에는 나노융합기술 IT융합 연구소와 벤처기업 집 화를 한 융․

복합첨단과학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지역 소기업 지원을 한 산학 공동기술개발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

업 등도 지속 으로 추진하여 울산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 미래지식기반

산업 창출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한 R&D도 극

추진할 계획이며,품질 신활동의 우수개선사례를 발굴․보 하는 제38회 국 품

질분임조 경진 회를 8월에 우리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한,시민과 지역 소기업의 지식재산(특허․ 랜드․디자인)창출 지원과 기

술거래 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기술 심의 기업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다양

한 과학문화 행사를 통한 친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 과학에 한 심 제고를

통해 지역 과학꿈나무들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