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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제협력

1. 국제교류

가. 국제교류 개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 울산은 지 까지의 행정간 단순 교류 주

에서,지역 기업체 등이 국제교류의 실질 인 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다.이와 련하여,2011년 10월 5일에는 세계 원유매장량 4

인 이라크의 원유 생산 80%를 차지하고 있으며,뱃사람「신드바드의 모험」이

시작된 이라크 유일의 항구도시인 바스라 주와 교류를 시작하여 자원외교를 강화

하는 기반을 조성하 으며,

2011년 5월에는 창조도시의 아이콘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와 략 트

십을 구축하여 울산의 고착화된 강한 이미지를「부드럽고,고 스러운」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우리시에 직 투자하고 있는 다국 기업 솔베이사와 로께뜨 사의 본사

를 방문,투자계획을 직 결정하는 CEO에게 울산투자의 메리트를 설명하는 기회

를 갖는 등 기업과 투자유치를 한 맞춤형 세일즈 외교도 극 개하여,지방외

교의 결과가 지역 기업에 직 연결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환하 으며,

특히,2010년 체결한 카자흐스탄 카라간디 주와 이라크 바스라 주의 자원과 도

시 재건에 따른 건설시장,석유와 련된 해양 랜트 시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상되고 있으며,시에서는 2012년을 자원외교의 원년으로 삼아 남미의 자원부

국과의 교류를 극 으로 펼쳐,지 까지 국과 일본에 치우쳐 있는 교류의 틀

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외,2011년도 4월 일본 하기 시 도자기 축제 참가,6월 베트남 칸호아 성 바

다축제 참석,7월 국 닝샤에서 개최된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실무 원회 참석,8

월 일본 니카타 축제 축하사 단 공연,9월 국 련 시와의 환경 약,10월 일

본 구마모토 시 우호도시 축제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강화하여 국

제도시의 면모를 더 높 으며,10월과 11월에는 청소년 국제교류단을 국에 견

하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갖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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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제4회 총회>

<이라크 바스라주지사와 자원외교 양자회담>

나. 국제교류 분야별 추진

   1) 지방정부의 자원 ․통상외교 협력모델 구축

지방정부 외교의 한계로 여겨져 왔던 자매우호도시 체결과 이에 따른 상호 친선

방문 등의 의례 인 지방외교를 한 차원 높여 실질 이익을 시민과 기업에 수

있는 자원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실질 성과를 거양한 한 해 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발효에 앞서 2011년 5월 서유럽에 울산시 표단을

견,시의 한 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극 개하여 동북아에서의 울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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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가치를 성공 으로 부각시키고, 략 유치업종 분야에 한 유럽 기업과

의 향후 트 십 제휴 추진 계기를 마련하 을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 경

제 계자에게 울산의 인지도를 획기 으로 제고하 다.

한 10월에는 이라크 제1의 항구․산업도시인 바스라주의 칼라 압둘 사마드

주지사를 울산으로 청하여 정치․경제를 뛰어 넘어 상 방의 사회와 문화 그리

고 역사와 종교 반에 걸친 보다 깊은 이해와 력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자원외교의 성공 력모델을 구축하 다는 평을 받으며 지역기업의 이라크

후재건사업 진출에 한 바스라주의 극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양하 다.

   2) 해외 네트워크 강화

국제도시 간 정보를 습득․공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기 가입된 국

제기구(5개)인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자치단체국제환경 의회(ICLEI),아시아․태평양도시

진흥기구(TPO)의 각종 국제회의 기구 활동에 극 참여하여 울산의 국제화

상을 높 으며,10개국 11개 도시에서 해외 지 정보 수집을 한 울산 홍보

사로 12명의 해외명 자문 을 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 다.

〈우리시 가입 국제기구 현황〉

기 구 명 설립년도 가입년도 참여국가 주요 활동 기능

동아시아경제교류

추진기구(OEAED)
1991 1997

한․ ․일
10개 도시

총회,집행 원회,도시 력포럼

자치단체국제환경

의회(ICLEI)
1990 2003

1,107개
지자체

지방차원의 실천을 통한

환경문제 력

아시아태평양도시

진흥기구(TPO)
2002 2003

12개국 64개
도시

각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진흥도모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UCLG)
2004 2008

110개국
400여 자체

세계자치단체 간 국제 력

증진을 통한 역량강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NEAR)
1996 2008

6개국 69개
지자체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의

교류 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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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종 국제회의 참석

2011년 11월 일본 기타큐슈 시에서 개최된 OEAED(TheOrganizationforthe

EastAsiaEconomicDevelopment,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제3회 도시 력포

럼 제4회 실무 원회에 참석하여 환황해 지역에 새로운 역 경제권형성,동아

시아 경제권 발 에 이바지 하는 제안발표 의견을 교환했으며,특히 환황해액

션 랜을 작성하여 10개 도시별 다양한 정보를 교환했다.환황해액션 랜을 보다

효율 으로 운 하기 해 원스톱 센터 구축에 합의했다.

에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 된 한일경제교류회의 환황해 경제․

기술교류회의에 참가하여 한일 지역간 력사업,한 일 3국간 경제 력 진

유 강화를 해 의하 으며,

국 닝샤에서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 된 동북아자치단체연합실무 원회에

참가하여 동북아자치단체 발 을 한 제안,회원 도시 간 교류 력에 한 사항

논의,실무 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한 정보․의견을 교환했다.

한 12월 11일 개최된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집행부회의 이사회에

참가하여 세계지방정부 계자 500여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구 ,도시 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4) 도시브랜드의 해외홍보 내실화

해외 자매․우호 력도시 주요도시와의 상호 교류와 울산을 방문하는 주요

외빈을 상 로 한 울산의 외 랜드 가치를 한껏 고양 시킨 한 해로 기록되었다.

해외 자매․우호 력도시 주요도시와의 주요 교류로는 2011년 4월 국 무석

시 정치 상회의 울산방문,5월 일본 하기시 도자기축제에 지역 작가 참가,7월 구

마모토 시민 울산서머페스티벌 참가 시민교류회 방문,8월 니가타 축제 축하공

연단 견,10월 청소년 교류단 국장춘 방문,9월 교류 력강화를 한 국 연

련 방문,11월 일본 니가타시「울산-니가타 우호의 날개 시민교류단」이 울산

을 방문해 홈 스테이 홈 비지트,시민교류회를 가졌으며, 국 무석시 환경연수

단(12명)울산방문(12.6~12.23),한부모가정 부모 청소년 국 무석 시 연수

(12.12~12.16)등을 통해 우리시 자매․우호 력도시와 계를 긴 하게 추진하 다.

한,베트남 칸호아 성의 바다축제에 표단을 견,양 도시의 우호 계를 심

화시키며 베트남 공무원의 한국 선진행정 벤치마킹과 ODA사업에 한 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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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하 으며,내부 으로는 을 잇는 외빈들의 울산 방문을 도시마 에

극 활용하 다.

울산을 방문한 주요 외빈으로는 캐슬린 스티 스 주한 미국 사,조나단 유 주

한 미국 사,이바노비치 주한 러시아 총 사,주한 독일 사 의 경제공사 등 주

한 외교사 과 인도네시아 웨스트 자바 주지사,콜롬비아의 산토스 통령,데이

빗 부셔비 호주 상원의원,이라크 총리 마르꼬 마이아 라질 하원의장 등 외

국의 정상 지도자들이 울산을 방문하여 울산의 발 상을 직 체험하 다.

〈해외 자매 ․ 우호협력도시 현황〉

구 분 도시명 국가명 결연일자
면

(㎢)

인구

(천명)
도시의 특징

자매도시
하기시
(Hagi) 일 본 68.10.29 698.86 60

․문화․ ․정원도시
․농‧수산업, 산업 발달

〃 화련시
(Hualian)

만 81.6.19 29.4 112 ․ 만의 3 국제공항소재
․ 과 항구의 도시

〃 포틀랜드시
(Portland)

미 국 87.11.20 376.5 562 ․세계 무역도시
․오리건주 최 도시

〃
장춘시

(Changchun)
국 94.3.15 20,565 7,260

․자동차 련 산업 발달
․문화와 경제의 도시

〃
코자엘리시
(Kocaeli)

터 키 02.6.2 3,800 1,089
․항만도시
․ 자동차 소재

〃
산토스시
(Santos) 라질 02.6.3 217 418 ․ 라질 최 의 항만도시

〃
칸호아성
(KhanhHoa)베트남 02.6.20 4,693 1,020․ 산업,수산업 발달

〃 톰스크시
(Tomsk)

러시아 03.11.12 10,600 480․물류 심 항구도시
․과학 심도시

우호 력
도 시

주시
(Guangzhou)

국 00.3.28 7,435 7,380․공업 상업도시
․연해개방도시

〃
연 시
(Yantai)

국 01.11.8 13,748 6,470
․산동성의 항만도시
․식품,방직,기계산업 발달

〃
무석시
(Wuxi)

국 06.8.27 4,785 4,470
․장강삼각주에 치
․산업도시

〃
니이가타시
(Niigata) 일 본 06.9.21 726.1 805

․8개의 국제정기항로
․일본 북부 교통 심도시

〃
청도시
(Qingdao) 국 09.8.3 11,026 7,400

․산동성 동부
․경제 부성 도시

〃
카라간디
(Karagandy)

카자흐
스탄

10.4.22428,000 1,375
․카자흐스탄 최 주
․석유,천연가스, ․유리 등
지하자원 풍부

“ 구마모토시
(kumamoto)

일 본 10.4.26 389.5 730
․큐슈의 앙 구마모토 의
남서부 치
․ 도시

“ 바스라
(Basra)

이라크 ‘11.10.5 19,070 1,800․이라크 제2의도시,무역항
․이라크 석유생산량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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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등 외빈방문 현황〉

행 사 명 추 진 내 용

주한 미국 사 방문

◦방문일자 :2011년 3월 13일

◦방 문 자 :주한미국 사 외 9명

◦방문목 :우호친선,울산의 주요사 지 방문

국 장춘시 외사

공실 계자 방문

◦방문일자 :2011년 3월 30일

◦방 문 자 :왕우 주임 외 2명

◦방문목 :울산-장춘 자매도시간 2011년 교류강화 의

국 무석시 정치

상회의 계자 방문

◦방문일자 :2011년 4월 14일 ~4월 15일

◦방 문 자 :임국충 부주석 외 5명

◦방문목 :우호도시간 교류활성화 차원 친선방문

국 연 시 계자

방문

◦방문일자 :2011년 4월 21일

◦방 문 자 :연 시 아태국제무역센터 부주임 외 2명

◦방문목 :제12회 국제과일채소박람회 와인축제 홍보

싱가포르 OKTA

회원 계자 방문

◦방문일자 :2011년 4월 22일

◦방 문 자 :싱가포르한인회장 박기출 외 8명

◦방문목 :울산상공회의소-싱가포르 OKTA 력 MOU체결

국 총 사 방문

◦방문일자 :2011년 4월 26일

◦방 문 자 : 화병 국총 사 외 1명

◦방문목 :이임인사차 방문

OEAED일본 표단

방문

◦방문일자 :2011년 4월 28일

◦방 문 자 :OEAED사무국 계자 등 5명

◦방문목 :기구 제조부회 련업무 의

라질 하원의장

일행 방문

◦방문일자 :2011년 5월 17일

◦방 문 자 :하원의장 마르꼬마이아 등 13명

◦방문목 :지역산업체 방문 시청 방문

일본 시모노세키

시장 의장 방문

◦방문일자 :2011년 5월 27일

◦방 문 자 :시모노세키 시장 등 5명

◦방문목 :2011고래축제 참가 교류활성화 의

호주 차세 지도자

방문

◦방문일자 :2011년 6월 29일

◦방 문 자 :호주차세 지도자 데이빗부셔비 등 11명

◦방문목 :시청방문,산업시찰

러시아 총 사 방문

◦방문일자 :2011년 7월 20일

◦방 문 자 :안드 이 이바노비치 총 사 등 2명

◦방문목 :부임인사차 시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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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추 진 내 용

KDI 국 고 공무

원단 방문

◦방문일자 :2011년 7월 21일

◦방 문 자 : 국 고 공무원 3명

◦방문목 :시청방문,산업시찰

한일청소년 교류단

방문

◦방문일자 :2011년 7월 30일

◦방 문 자 :청소년교류단원 30명

◦방문목 :시청방문,주요시설 견학

태국 선교사

귀빈 방문

◦방문일자 :2011년 8월 24일

◦방 문 자 :차이 前태국 해군총사령 등 12명

◦방문목 :지역산업체 방문

호주 태양 연구소

소장 방문

◦방문일자 :2011년 8월 30일

◦방 문 자 :리차드코키쉬 연구소장 등 3명

◦방문목 :울산 학회참석 시청 방문

주한미국총 사

방문

◦방문일자 :2011년 9월 9일

◦방 문 자 :조나단 리유 총 사 등 2명

◦방문목 :부임인사차 시청 방문

콜롬비아 통령

방문

◦방문일자 :2011년 9월 16일

◦방 문 자 :후안마 엘산토스 통령 등 4명

◦방문목 :SK그룹주최 환 오찬 참석 시장님 방

LA다민족 지도자

방문

◦방문일자 :2011년 9월 20일

◦방 문 자 :안드 아페 서 경찰 등 17명

◦방문목 :한국연수기간 울산방문

이라크바스라 주지사

일행방문

◦방문일자 :2011년 10월 4일 ~10월 7일

◦방 문 자 :칼라 압둘 주지사 등 7명

◦방문목 :울산-바스라주 우호 력 체결

한일친선 회 계자

방문

◦방문일자 :2011년 10월 21일

◦방 문 자 :하시모토 친선 회 회장 등 3명

◦방문목 :회장 신임 인사차 시장님 방

인도네시아 West

Java주 주지사 방문

◦방문일자 :2011년 11월 16일

◦방 문 자 :아마드헤리아완 주지사 등 20명

◦방문목 :울산-웨스트 자바주 교류 의

일본 니가타 시민

교류단 방문

◦방문일자 :2011년 11월 19일 ~11월 21일

◦방 문 자 :울산우호교류회장 등 21명

◦방문목 :한국가정 홈스테이,홈비지트

국 무석시 환경

연수단 방문

◦방문일자 :2011년 12월 6일 ~12월 23일

◦방 문 자 :황용순 무석시 환경감측센터 엔지니어 등 12명

◦방문목 :환경 련 기 ․시설 등 선진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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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2년 업무계획

한국 지방외교와 수출을 선도하는 국제도시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작년

에 이어 자원외교활동 강화와 도시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 책임을 다하기

하여 ODA사업 국제 력체 활동에 을 두고 이를 극 추진할 정이다.

지역기업의 실질 이익을 도모하기 하여 이라크 바스라 주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지리 원거리 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교류가 상 으로 빈약하 던 남

미 륙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2012년을 남미교류의 원년으로 삼을 정이다.

한,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개하여 울산의 국제 상을 더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미국의 자매도시 포틀랜드에 울산의 시립교향악단을 견,공연하는 등 울

산의 새로운 문화 향기를 해외자매도시 시민들에게 리 알려 문화도시 울산의

도시 이미지를 해외에 심어 계획이다.

한 울산 공업센터 50주년 기념식에 해외자매우호도시 표단과 해외 명 자문

을 청하여 울산 홍보 기회로 극 활용할 계획이며,각종 국제기구 회의

참가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를 해 극 노력 할 것이다.

   1) 자원외교 추진 및 남미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기업에 직 도움을 수 있는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이라크 바스라 주

남미 콜롬비아 등과의 석유 련 력체제를 구축하며, 라질 산토스시와의

력강화,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 시와의 자매도시 약 체결 등 남미 륙 국

가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을 정이며,이를 통해 신흥시장

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미진출을 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다.

   2) 지속적인 국제교류 활동 추진

 국제 산업 심 울산 을 세계 속에 알려나가기 해 자매․우호 력도시는 물

론 해외 주요도시와의 국제 교류활동을 극 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5월 우호 력도시인 구마모토 시에 환경 분야 교류 울산-장춘 자매도

시 친선 배드민턴 회 개최,무석시 공무원의 울산시 선진 교통정책 연수,장춘시

생국공무원의 의료연수,8월 니가타 시민환경교류단 니가타 축제 축하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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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9월 자매도시인 장춘 시에 공무원 1명을 견하며 장춘 시 우호도시 회의

참석 마라톤 표 견,10월에 하기 시 도자기 축제 참가 등 해외도시 간 교

류증진 다양한 문화교류활동을 펼칠 정이다.

한 자원개발 외교를 개하기 하여 앙아시아 동 소재 도시들과의 교

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3)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

각종 국제기구 회의 참가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를 해 7월에

NEAR총회 제14회 한 일 지방정부교류회의,10월에 제13회 한일(호쿠리쿠)경

제교류회의,UCLG ASPAC회의 참석(10.2~10.5),11월에 OEAED 총회 제12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제19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등에 극 참여할

계획이다.

   4) 20 12년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행사 해외 자매 ․우호협력도시 홍보

2012년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을 통해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하

고 선진 한민국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 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 개최 지원을 해 우리시의 자매․우호 력도시 교

류 상 도시 표단과 우리 시의 해외명 자문 들을 청하여 울산의 발 상을

리 알리는 홍보기회를 활용하고 우리시의 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국제통상

2011년 지역 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인 라 구축을 하여『2011년 지

역산업 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이를 극 으로 추진하여 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개략 으로 보면,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에 무역사 단을 견하 고,해외

유명 바이어 청 수출상담회 실시,품목별 문 시 박람회 참가, 장 착형 수

출지원 사업,무역아카데미 운 , 소기업 해외홍보 지원,해외 지사화 사업,수출

기업화 추진사업 등을 펼쳐 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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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수출 ․ 입 성과

2011년 울산 수출은 국 지자체 최 로 1,015억 달러를 달성, 국 1 를 기록

하여 불멸의 업을 이룩하 고,수입 858억 달러를 기록하여 157억 달러의 무

역흑자가 발생하 다.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후 첫 수출 26만 달러를 시작으로 한민국 경제발

을 주도한지 50여년 만에 수출 1천억 달러를 돌 하여 우리나라의 세계 9번째 무

역 1조 달러 달성에 한 공을 세웠으며,

특히,이번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은 연 동 사태,일본 지진,미국과 남유

럽의 재정 기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이룬 쾌거로서,도시 랜드 상승 세

계속의 물류통상 심도시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울산 수출 실적〉

1962년 1965년 1974년 1992년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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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울산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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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 ：백만달러,%)

품 목 명
2010년 2011년

수출액 증가율 비 수출액 증가율 비

체 71,384 17.4 100.0 101,480 42.2 100.0

석유제품 19,260 33.2 27.0 30,918 60.5 30.5

자 동 차 12,332 28.7 17.3 16,084 30.4 15.8

석유화학 10,899 20.4 15.3 14,803 35.8 14.6

선 박 9,998 -16.3 14.0 13,640 36.4 13.4

자동차부품 2,491 41.5 3.5 3,262 31.0 3.2

기 타 16,404 17.1 22.9 22,773 38.8 22.5

   1) 월별 수출․입 성과

2011년 울산 수출은 년 비 42.2%증가한 1,015억 달러로 국 16개 지방자치

단체 최 로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울산은 작년 4월 월간 수출로는 국 최 로 100억 달러를 돌 한데 이

어,상반기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서 수출 3 왕의 를 달성하 다.

더욱이 이러한 성과들이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에 이루어 낸 결실로써 그

의미가 더욱 감명 깊다 하겠다.

〈5대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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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10년 수출액(백만달러) ‘11년 수출액(백만달러) 증감율(%)

체 71,384 101,480 42.2

1 4,743 6,651 40.2

2 5,355 6,613 23.5

3 6,132 8,536 39.2

4 5,861 10,213 74.3

5 5,817 9,262 59.2

6 6,532 8,847 35.4

7 6,201 9,563 54.2

8 5,138 8,023 56.2

9 5,666 8,038 41.9

10 6,794 8,520 25.4

11 6,408 8,217 28.2

12 6,735 8,996 33.6

   2) 전국 대비 수출 ․입 규모

2011년 울산의 수출은 1,015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체 수출 비 의 18.3%를 차

지하며 국 1 를 차지하 으며,수입은 서울,경기에 이어 3 로, 체 수입 비

의 16.4%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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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별 수출입 실적〉
(단 ：억 달러,%)

순
수 출 수 입

2010 2011 2010 2011

계 4,664(100.0) 5,552(100.0) 4,252(100.0) 5,244(100.0)

1 857 (18.4)경기 1,015 (18.3)울산 1,041 (24.5)서울 1,232 (23.5)서울

2 714 (15.3)울산 876 (15.7)경기 838 (19.7)경기 979 (18.7)경기

3 584 (12.5)경남 658 (11.9)경남 630 (14.8)울산 858 (16.4)울산

4 541 (11.6)충남 600 (10.8)충남 349 (8.2) 남 472 (9.0) 남

5 453 (9.7)서울 560 (10.2)서울 303 (7.1)경남 387 (7.4)인천

6 449 (9.6)경북 521 (9.4)경북 295 (6.9)인천 336 (6.4)충남

7 304 (6.5) 남 400 (7.2) 남 249 (5.9)충남 324 (6.2)경남

8 210 (4.5)인천 268 (4.8)인천 193 (4.5)경북 232 (4.4)경북

9 124 (2.7)부산 146 (2.6)부산 125 (2.9)부산 147 (2.8)부산

10 116 (2.5) 주 133 (2.4) 주 61 (1.4)충북 86 (1.6)충북

11 105 (2.3) 북 128 (2.3) 북 56 (1.3) 주 52 (1.0) 주

12 103 (2.2)충북 121 (2.2)충북 41 (1.0) 북 52 (1.0) 북

13 52 (1.1) 구 64 (1.2) 구 31 (0.7) 구 37 (0.7) 구

14 35 (0.8) 41 (0.7) 28 (0.7) 31 (0.6)

15 15 (0.3)강원 20 (0.4)강원 11 (0.3)강원 15 (0.3)강원

16 1 (0.0)제주 1 (0.0)제주 2 (0.1)제주 2 (0.0)제주

주)()내는 국 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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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목별 수출 ․입 실적  

울산 5 수출 주력 품목은 석유제품,석유화학,자동차,자동차부품 선박이

다.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60.5% 증가하 고,자동

차는 최 수출 상국인 미국(38.0%)으로의 수출 증가와 품질 향상을 통한 로

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EU등 선진국과 신흥국가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서 년 비 30.4%증가하 으며,

선박은 상반기 해양 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이 원활히 인도되면서 년

비 36.4%증가하 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동 ,석유제품,철강 등으로 원자재 수입이 806

억 달러로 체 수입의 94%를 차지하 다.그 에서도 원유 수입이 년 비

48.7%증가한 534억 달러로 역 최고치를 기록하 다.

〈10대 수출 및 수입품목 현황〉
(단 ：백만 달러)

연번
수 출 수 입

품 목 액 비 품 목 액 비

1 석유제품 30,918 30.5% 원유 53,418 62.2%

2 자동차 16,084 15.8% 동 5,605 6.5%

3 선박해양구조물 부품 14,488 14.3% 석유제품 3,125 3.6%

4 합성수지 4,638 4.6% 철강 2,923 3.4%

5 은 백 4,229 4.2% 기타 속 물 2,144 2.5%

6 석유화학합섬원료 3,804 3.7% 동제품 2,129 2.5%

7 자동차부품 3,262 3.2% 석유화학 간원료 1,613 1.9%

8 건설 산기계 2,291 2.3% LPG 1,358 1.6%

9 기 유분 2,243 2.2% 정 화학원료 1,055 1.2%

10 석유화학 간원료 2,178 2.1% 아연 9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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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별 수출․입 실적

2011년 우리시의 3 수출국은 년도에 이어 국,일본,미국이 차지(35%)하

고 인도네시아,싱가포르,홍콩, 만 등 아시아 신흥개도국으로의 수출이 호조세

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 수출은 일본의 동북지역 지진의 향으로 석유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년 비 104.9% 증가한 90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 순 에서

2 를 차지하 다.

한 0̀6년 이후 울산의 10 수출국에서 제외되어 있던 만은 석유제품 수출

이 증(468.7%)하면서 다시 울산의 10 수출국에 포함되었다.

반면,수입은 일본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란,카타르 등 자원부국

들로 나타났으며,이 밖에 호주, 국,러시아,아랍에미 이트 등 주요 수입 국가들

도 원유,철강제품 등 모두 자원과 련된 수입 품목들이 부분을 차지하 다.

〈주요 국가별 수출․입 실적〉
(단 ：백만 달러)

연번
수 출 수 입

국가명 액 비 국가명 액 비

1 국 18,319 18.1% 사우디아라비아 28,061 32.7%

2 일본 8,959 8.8% 쿠웨이트 7,080 8.3%

3 미국 8,136 8.0% 일본 5,976 7.0%

4 인도네시아 6,481 6.4% 이란 5,179 6.0%

5 싱가포르 6,326 6.2% 카타르 4,582 5.3%

6 홍콩 4,238 4.2% 호주 3,442 4.0%

7 만 3,343 3.3% 국 2,712 3.2%

8 인도 3,053 3.0% 러시아연방 2,680 3.1%

9 호주 2,989 2.9% UAE 2,525 2.9%

10 사우디아라비아 2,002 2.0% 인도네시아 2,38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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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별로는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아시아 지역의 수출 비 은

56.3%로 지난해 49.5%에 비해 보다 확 된데 비해 동,유럽,북미 등 기타 지역

으로의 수출은 0.2% ~2.3% 정도 어들어 수출시장이 아시아 지역으로 다소 편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제권별로는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간 큰 차이가 없

이 약 40% 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FTA가 발효된 ASEAN과 EU지역의

수출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78.2%,31.6% 증가하면서 고른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

다.

나. 중소기업지원 활동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및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독자 으로 해외마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 하

고 해외 세일즈 능력을 배양하기 하여 해외 무역사 단 견 품목별 문

시․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여 수출기회를 제공하 다.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단 ：개사,천 달러)

구 분 기 간 업체수 계약(가능)액

인도/ 동 조선해양 랜트
2011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9 17,740

동/유럽/아 리카 종합
2011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7 7,652

유럽 자동차/기계부품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6 300

서남아/ 동 종합
2011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 0

러시아 종합
201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9 6,000

북미 자동차/기계부품
2011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9 10,933

남미 조선해양 랜트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7 520

일본 자동차/기계부품
201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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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실적〉
(단 ：개사,천달러)

구 분 기 간 업체수 계약(가능)액

2011터키 유러포트 시회 2011년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5 4,300

제17회 말 이시아 메탈텍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 223

2011G-Fair뭄바이
2011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5 1,440

북경 국제 자동차 부품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5 0

리 국제자동차 부품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6 0

2011인도네시아 산업기계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8 0

〈Ulsan Export Plaza 2011(울산 종합수출상담회)〉

(단 ：개사,천달러,천원)

구 분 참가 업체수 상담액 계약(추진)액 지원 산

UlsanExportPlaza2011

(2011년 10월 12일)

94

(해외 23,국내 71)
142,016 3,941 105,000

   2)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소기업 무역인 라 구축을 한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장 착형 수출지원사

업,무역아카데미 운 등과 소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하여 수출 유망

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비용 지원,수출보험료 지원,해외홍보

지원, 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해외 특허 출연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

으며,무역의 날 행사를 통하여 수출실 우수업체에 한 수출의 탑 수와 포

상을 실시하 고 기념행사를 통하여 수출의욕을 고취하 다.

한,KOTRA해외무역 을 활용하여 신규거래선 발굴, 지시장조사,바이어상

담 주선 등을 하여 해외 지사화 사업을 추진하 고, 국시장 통상 문 인력으

로 구성된 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상지원 을 활용하여 개별 문 시박람회

맞춤형 해외마 지원사업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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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프라 구축 및 수출경쟁력 증진 사업〉
(단 ：개사,천원)

구 분 지원업체 지원규모 비 고

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36 76,550 런던,상하이 무역 등 25개소

자무역 수출
도우미 지원사업

12 60,000 거래제안서,수출 홍보 건립

소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

38 140,000
엠텍코리아 등 38개사 카탈로그
(홈페이지)제작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3 10,000
SASO(사우디아라비아 수출표
인증)획득 등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41 70,000 신용보증,수출보험 지원

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66 48,000 강남상공(주)등 153건

다. 2012년 업무계획

지난해 수출 1,015억 달러 달성에 이어 2012년은 수출목표액을 1,086억 달러로

정하고,해외시장 개척,해외바이어 상담 지원,수출인 라 구축 등 20개 사업에

총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목표액 달성을 해,지역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진 분야는 해외무역사

단 견,국내외 시․박람회 참가, 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UlsanExport

Plaza2012개최, 국․아시아 해외 바이어 청 상담회 등을 실시할 정이다.

수출 인 라 구축 분야는,수출기업 통․번역 지원,해외 유명규격 인증 획득

해외 특허출원 지원과 함께 극 으로 해외시장에 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홍

보하여 안정 인 수출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 자무역 기반 확충 분야는, 자무역 수출도우미 지원,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 지원,인터넷을 통한 상품 홍보와 해외마 을 지원하고,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과 수출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소기업의 수출 증 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FTA활용도 제고를 한 시책을 강화하기 하여 FTA활용 문가 컨설 과,

FTA실무 강좌,설명회,세미나 등의 다양한 시책을 통한 FTA활용지원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한․미 FTA발효에 따라 미 수출업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업체별 맞춤

형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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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센터 운영

가. 글로벌센터 현황

외국인주민의 지속 인 증가로 속하게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 시책

을 펼쳐 울산지역 외국인주민에 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하여 울산 로벌

센터 를 2010년 3월 11일 개소하 다. 로벌센터는 로벌센터담당 사무 외 4

명의 공무원이 로벌센터 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국,몽

골,인도네시아,베트남 등 4명의 외국인 자원 사자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 종합행정 지원,내향 국제화의식 함양,국제교류 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은 생활‧노동‧법률상담 해결

을 한 유 기 연계지원,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류 로그램 운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통역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내향 국제화 사업은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 로그램 운 ,테마별 문화 로그램 운 ,토크하우스 운 등이 있다.

〈글로벌센터 개요〉

명 칭 치 면 구 성

울산 로벌센터 시청 구 2층 172㎡ 사무 공간,로비 휴게실,회의실,강의실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가 추이〉
(단 ：명)

연도별(연말기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등록외국인수 12,889 14,477 14,961 16,043 18,421

나. 글로벌센터 운

   1) 상담창구 운영

외국인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하여 울산 로벌센터 상담창구 를 운 하여

총 2,338건을 수,처리함으로써 하루 평균 12.6건을 해결하 다.

국,몽골,인도네시아,베트남어가 능통한 자원 사자들이 울산 생활에 익숙하

지 않은 외국인주민들에게 출입국,비자,고용,임 ,결혼,법률 등 각종 생활문제

를 상담‧안내하여 안정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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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센터 상담창구 운 〉
(단 ：명)

계 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기타

2,338 788 305 501 690 54

주)국 별

(단 ：명)

계
출입국/

비자

임 /

고용
의료

결혼/

이혼
법률

불법

체류
교육

한국어

강 좌
통역 기타

2,338 342 326 176 52 56 4 92 172 543 575

주)유형별

   2) 토크하우스 운영

외국인주민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언어소통을 하여 한국어 습득 등 토크

하우스 4개 로그램에 연 212명이 수료하여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이해에 크게

기여하 다.운 과정은 원어민교사를 상으로 한 한국어교실 ‧ 반 에 125

명, 한국어능력시험 비반 에 45명, 맞춤식 한국생활 이해과정 에 16명,내‧외

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Meltingpot 로그램

에 26명이 참여하 다.

〈글로벌센터 토크하우스 운 〉

과 정 명 운 기간 수업시간 이수자 (명)

원어민교사 한국어교실

(‧ 반)

2011년 4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1회 125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반

2011년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주3회 45

맞춤식 한국생활 이해과정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16

Meltingpot 로그램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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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

   1)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11년 6월 9일 울산 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를 제정하여 외국인주민에

한 지원근거를 마련하 고,외국인주민 정책을 추진하는 유 기 문가들로

구성한 외국인주민지원 의회 를 구성하여 2012년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을

수립하 으며,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 ,외국인주민의 실태

조사,민간단체와의 조체제 구축에 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제도개선을 하여 울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들로 구성한 외국인주민자문 원회 를 두어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등

에 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 다.

   2) 다문화사회 통합분위기 조성 사업 추진

울산 거주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 페스티벌과 외국인 한

가 큰잔치,외국인농구 회,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외국인근로자 시티투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외국인주민의 문화 소통 다문화사회 환경 조성과,외

국인주민들이 한국과 울산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최근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의 지속 증가와 출신국가가 다양해

짐에 따라 외국인주민에 한 정보 달 확 를 하여 한국어, 어로 된 뉴스

터「GlobalUlsan」을 매분기별로 4,000부를 발간하여 다국 문화의 이해와 상호

의사소통의 매체로 발 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외국인주민에 한 다양한 정보 달 확 와 참여기회 제공을 하여

울산 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ulsan.go.kr)를 개설하 으며,홈페이지의

주요내용은 사용자 심의 로그램 구성으로 로벌센터의 홍보와 각종 생활정

보,법률,고용 등에 한 상담 제공 등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지역사회 국제화 의식 제고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 인식 이해증진과 체험학습을 통한 다문화존 사회

분 기 조성을 하여 내 등학생을 상으로 다문화체험교실을 운 하 으며,

다문화체험교실에는 7개국 13명의 외국인이 직 강사로 참여하여 27개 등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역사,문화 등을 이해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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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국내에 입국하는 신규 결혼이민자 64명을 상으로

해피스타트 로그램을 운 하여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 다.

   4) 테마별 문화행사 전개

외국인주민과 시민과의 화합과 소통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제고를

하여 외국인근로자안 캠 ,세계문화체험행사 등 월별․테마별 문화행사를 다양

하게 개하여 다문화사회 정착 도모에 기여하 다.

〈테마별 문화행사〉

월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월 외국인 근로자 캠 산업재해 방교육,친화 로그램 등

3월 외국인 달빛문화기행 울산12경 울산지역 문화유 지 답사

4월 다문화체험교실

• 사업기간 :4월 ~12월
• 사업내용 :결혼이주여성이 등학교 방문,
다양한 국가의 역사,풍습 등 강의

• 27개 등학교,운 시간 392시간

5월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외국인 근로자 체육‧문화행사

세계인과 함께 하는 페스티벌
다국 외국인 퍼 이드,울산다문화가정어머니
합창단․ 라질 바투카야․러시아 밸리 공연,나라별
통문화 시 체험,다문화 사진

외국인바자회Ⅰ 외국인․시민 교류,물품거래,문화행사

한국의 美,울산의 美를
발산하는 MESO캠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과 울산의 美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기회 제공

6월
외국인근로자 시티투어 울산 12경 등 문화유 지 투어

외국인유학생 템 스테이 서구권 외국인유학생 불교문화체험

7월 외국인주민 지원
몽골 통 나담축제 지원

외국인근로자 크리켓 회 지원

9월
외국인을 한
한가 큰잔치

통공연마당, 통 혼례식 등의 체험마당,
통놀이마당 등 운

10월

처용문화제세계문화체험 운 세계문화 시체험 운 다채로운 공연

외국인바자회Ⅱ
처용문화제 축제에 외국인 물품거래,
문화행사 개최

외국인 축구 회
국 외국인주민 아마 축구 회를 통한 친선교류
커뮤니티 형성

12월 토론회 개최
외국인주민 정책의 효율성 증 를 한 유 기
공무원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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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2년 업무계획

   1)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국 최 로 울산지역내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에 한 일반 황,주민실태,

정책동향 등을 악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 시책개발을 하여 외국인주민 실

태조사 정책과제 연구용역 을 실시한다.울산 역시의 실정에 맞는 효율 인

외국인정책 마련과 외국인주민이 실질 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 발굴로 내․

외국인간의 교류가 진되고 다문화사회 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

외국인주민과 시민 간 상호 문화 교류 소통의 장 마련을 해 2013년「울산

다문화사회 술단」결성을 목표로 외국인 주민의 국가별 통문화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주민의 자 심 고취와 육성된 다국의 통문화를 각종 외국인 주

민 련 행사에 활용함으로써 다문화사회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3) 외국인주민과의 문화적 소통과 화합 증진

다문화사회에 한 인식제고와 사회통합 분 기 조성을 하여 세계인의 날 기

념행사 다문화축제,외국인 한가 큰잔치,외국인근로자안 캠 ,외국인근로

자 어울림한마당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 지원행사를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

동체의식 제고와 다문화사회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국제화의식 제고를 하여 로벌센터 토크하우스,해피스타트

로그램,다문화 체험교실 등을 운 하여 로벌 공감 형성과 다문화사회를 이

해하는 분 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 다문화가족 지원 내실화

다문화가족의 사회조기 응과 안정 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하여 다문화가

족 방문교육 사업,우수 로그램 공모사업,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시민 홍보사

업,결혼이민자 다문화 문강사 양성,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운 등을 추진하

여 시민의 다문화사회 인식변화를 통한 사회통합분 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입국 기 가족생활 상담 등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상으로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로벌 인재 육성을 한 다문화가족 자

녀 언어 재교실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