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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울산경제진흥원
1. 연혁 및 설립목적

가. 연  혁 
(재)울산경제진흥원은 1999년 3월 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

를 받아 2002년 3월 27일 개원하였다.

2003년 5월 7일 센터관리실, 벤처지원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관리실, 중국교류협력

지원실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 4월 13일에는 기업민원처리센터를, 2006년 1월 1일에

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같은 해 9월 20일에는 울산벤처빌딩을 수탁 운영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1본부, 1실, 3팀으로 조직개편 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에

1본부, 1실 2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3명 감축하는 등 강소조직으로의 조

직을 개편 하였다. 2011년 8월 24일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권한이 소상

공인진흥원으로 이양 되었고, 2011년 12월 27일에는 소프트웨어 전문성 강화 및

원활한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1본부, 1국, 1실, 2팀,

1센터로 조직을 개편하여 2012년 지역SW융합지원사업 등 2개사업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일어권 담당자를 영입하는 등 2명의

인력이 증원되어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5월 1일부터

법인명을 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고 1국, 1실, 2팀, 1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나. 설립목적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애로상담 및 해결, 정보자료의

제공, 신기술 개발지원, 공동 전시․판매, 창업보육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단체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데 기

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다. 건물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758-2번지)에 부지 8,088㎡, 연면적 11,555.47

㎡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진흥원 내 15개 입주기관 및 단

체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자금․기술․정보․판로 등의 해결을 위해 One-Roof-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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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 및 정원
〈 기구 : 1국 1실 2팀 1센터 〉

원 장

감 사 관

사 무 국 장

전 략 기 획 실 기 업 지 원 팀 통 상 지 원 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기업민원처리센터

〈 정원 및 현원〉  (단위：명)
구    분 계 원장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연구직 계약직
계 21/20 1/1 1/1 3/3 4/4 3/2 3/2 2/4 1/1 3/2

전략기획실 6/6 1/1 1/1 2/2 1/0 1/0 0/2
기업지원팀 5/5 1/1 1/0 1/1 0/1 1/1 1/1
통상지원팀 4/5 1/1 0/1 0/1 1/0 1/1 1/1

소프트웨어지원센터 6/4 1/1 1/1 1/0 1/1 1/1 1/0
〈 담당사무 〉

부  서  명 담    당    사    무 

전 략 기 획 실

∙ 진흥원의 기획 및 조직 운영관리
∙ 법인 및 운영 규정, 인사, 재무회계, 복무 관리
∙ 진흥원의 업무 조정 및 감사
∙ 정보화지원, 시설 유지관리

기 업 지 원 팀

∙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추천 및 관리운영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사업 추진
 ∙ 지역내 생산품, 기술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민원 및 애로사항 지원
 ∙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통 상 지 원 팀

 ∙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추진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추진
 ∙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추진
 ∙ 해외 유관기관 네크워크 구축 지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 지역 IT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지역 IT/SW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육성 지원
∙ 지역 IT융합 관련 R&D 사업 추진
∙ 벤처촉진지구·벤처빌딩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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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종합지원
가. 수요자 지향적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                                                  (단위 : 개사, 백만원)
구    분 지원규모 추  천 대  출

업체수 추천금액 업체수 대출금액
계 103,500 792 115,350 715 99,199

울산시 중소기업

경 영 안 정 자 금
70,000 341 77,145 302 68,483

울주군 중소기업

경 영 안 정 자 금
20,000 118 23,500 90 17,486

남 구 중 소 기 업

경 영 안 정 자 금
 3,500 24 4,300 19 3,300

울 산 시 소 상 공 인

경 영 안 정 자 금
10,000 309 10,405 304 9,930

   2)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
  우수제품의 판로개척 및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26개사를 지원하여 3억 3,100만 원의 현

장 판매실적을 이루었고, 홍보물, 광고, e-shop제작을 지원한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9개사가 지원을 받았으며, 그 중 1개사는 e-shop을 제작하여 온라인 매출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14개사가 참가하여 8,700만 원의 현장 판매실적을 거두었다. 신제품 연구개발 촉진

및 조기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형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8개사를 지원하여 평균 20%의 매출상승효과를 이루었다. 

<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 >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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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업현장 밀착 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여 252건의 민원을 접수,

 251건은 해결하고 1건은 법률개정 건의로 장기과제 처리 하였다. 
 (단위 : 건)

합 계 경영 자금
도로
교통

인력
판로
개척

노무
제도
개선

기술 법률 인허가 기타

252 39 102 1 4 38 15 2 24 7 1 19

 또한 경영, 기술, 노무, 법무, 세무, 특허 등 분야별 전문위원 15명을 구성하여 무

료상담을 하는 종합상담실을 통하여 41건의 상담이 이루어 졌으며, 울산광역시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11개 분야 78개 사업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리플렛과 홈페이지(www.ubsa.or.kr)를 구축하고, FTA활용 공

동교육을 진행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찾아가는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4
회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1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4) 2014년 업무계획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2014년도 추

천규모는 울산광역시 700억 원, 울주군 200억 원, 남구 35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광역시

100억 원, 울주군 100억 원을 추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또한

이자차액보전 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

정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연간 300시간의 중소기업 출장

교육을 시행하며, 업체당 최대 10시간 이내 무료 교육이 가능하다.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큰 관심과 함께 좋은 성과를 이룬 경영시스템 강화사업은 사업예산을 확

대하여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한다. 선정 업체는 업체당 2명까지 인증강화교육의 무

료 수강이 가능하며, 인증심사비용의 50%이내,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

설하여 총소요비용의 50%이내,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의 판로개척 및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 마케팅비용의 50%
이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홍보물, 광고, e-shop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스
마트폰 확산 등으로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QR코드 제작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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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며, 비용의 50%이내, 1백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출원과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하고 비용의 50%이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고용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계획 중이며, 
일자리 알선, 창업강좌, 산업기술인력양성 과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8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지

원기관협의회를 대표자, 실무자별 분기 1회 개최하여 지원시책 정보 공유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합동 해결하며, 협의회 홈페이지(www.ubsa.or.kr)을
통하여 각 지원기관 시책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 노
무, 법무 등 전문분야의 상담을 지원하는 종합상담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

획이다. 

4.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 
  가. 통상인력 확충 및 교류 확대
  전문적인 통상인력을 양성하여 해외시장 개척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해외

시장개척 산학관 과정으로, 6월에는 산업재 제품기술 외국어 PT 경진대회를 개최

하면서 전문인력 24명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6개사에 필요한 외국어 제품 PT 자료

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엔 3개월간 제품·기술교육을 통해 12명의 기술전문 통역요

원을 양성하여 11월 중국 상해 마린텍 차이나에 참가한 중소기업 6개사의 전문 통

역요원으로 활용하였다. 희망지역 및 품목에 대한 바이어 발굴, 접촉, 매칭 등의

지원을 위해 해외 거래처 소싱 및 매칭에 7개사 8건을 지원 하였고, 수출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해 8개 기관 21명의 실무자가 참석하여 7건의 우수사례 발표와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시책 발굴에 주력 하였다.
  또한, 해외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질의 해외바이어 발굴을 위해 3
개국 6개 지역 10개 기관을 방문하여 차년도 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홍보, 바이어

섭외 협조요청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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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외국어 가용인력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를 지원하

는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에 73개사 126건을 지원하였으며, 바이어 초청으로

계약 성사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바이어 초청 상담에 24개사 58건을 지원하여

1,258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박람회 전시 및 바이어 상담용 축소 모형물

을 제작에 4개사를 지원 하였고, 해외거래시 부당손실 방지 및 해외상거래 안전성

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거래처 신용조사 지원으로 13개사 20건을 지원하였다.

   다. 해외 판로개척
1: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계약성사율을 제고하기 위해 터키, 말레이시아, 중국, 
두바이 등지에 무역사절단을 5차례 36개사를 파견하여 상담 238건 8,773만 달러, 
계약추진 71건 2,051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일본 메세나고야 등 10개국 20개 지역에서 개최된 전문박람회에 단체 8개사, 개별

참가 15개사를 지원하여 상담 880건 2,926만 달러, 계약추진 130건 1,083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롯데호텔울산에서 5월에 개최한 ‘중국, 아시아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해 중국, 일본 바이어 23개사 29명을 초청하여 중소기업 34개사와 상담 148건
4,222만 달러, 계약추진 30건 2,002만 달러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10월에는

‘ULSAN EXPORT PLAZA 2013’을 개최하여 7개국 31개사 44명의 바이어와 중소

기업 82개사가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234건, 6,626만 달러의 상담과 51건, 
3,142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중국, 아시아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 < ULSAN EXPORT PLAZA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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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14년 업무계획
 통상인력 확충 및 교류 확대로는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산학간 인재수급 격차 해

소 목적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11개사, 울산대학생 34명 내외 규

모의 해외시장개척 산학관을 운영하고, 전문 통상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중국어 교

실을 운영하고,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과 중소기

업과의 정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

할 계획이며, 양질의 해외바이어 발굴을 위한 홍보팀도 파견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

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사율을 제고하기 위해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별 바이어 초청상담 지원사업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시용 모형물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해외상거래를 위해 해외거래처

신용조사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1: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계약성사율 제고를 위해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인도, 중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지에 5차례에 걸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전시상담회를 통한 실질 계약성사율 제고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들여 단체참가 2회 10개사, 개별참가 10개사 규모의 중국, 아시아 
전문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고, 해외바이어와의 1:1 상담기회를 제공코자 
5월에는 5,500만 원을 들여 해외바이어 15개사 및 상담업체 30개사 정도 규모의

‘중국, 아시아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8,000만 원을 들여

해외바이어 20개사 및 상담업체 35개사 내외 규모의 ‘울주군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1억 500만원을 들여 해외바이어 30개사 및 상담업

체 80개사 내외 규모의 ‘ULSAN EXPORT PLAZA 2014’를 개최할 계획이다. 

5. 미래 첨단산업의 활성화
   가. IT․SW산업 생태계 조성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4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광

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으로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디지털RADAR시스템을 국산

화하는데 성공하여 핵심소자개발로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서 대한민국 스마트쉽(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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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자동차산업 공급망 실시간 품

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16억 7,100만 원의 지역SW융합지원사업으로

고용창출 20명, 산업재산권 4건, 제품상용화 3건, 관련 논문 4편의 큰 성과를 거두

었다. 아울러, 조선산업에 IT기술을 적용한 융합협력 과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조

선IT융합 新시장 창출 및 국내 IT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 46억 2,400만 원

의 조선IT융합혁신센터 운영으로 11건의 융합기술이 개발되었다. 
  지역 IT/SW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애로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産․學․官이

연계하여 추진한 맞춤형IT인력 기술지원 사업은 5개사에 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5개의 과제개발에 성공하여 제품상용화 하였으며 개발과정에 참여한 대학생 등 1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울산IT산업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IT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IT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을 위한 동남권 해외 IT마케팅 지원사업에 
4개사를 파견하였으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e-스포츠 대회는 울산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에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울산 전통문화 발굴 육성으로

문화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전국에서 39개 작품이 
접수되어 6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IT기업․제조업체․공공기관 간 협업지원과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롯데호텔에

서 개최한 ‘IT컨퍼런스 ULSAN 2013’에서는 8건의 최신기술과 11건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이 함께 개최되어 680여명의 참관객이 84.8%의 만족도를 나타낼 정도

로 좋은 호응을 받았다.

< IT컨퍼런스 ULSAN 2013 > < 글로벌스타벤터육성사업 선정패 수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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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홈페이지제작, ERP시스템, 그룹웨어 구축 등 IT․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보화 지원

사업에 46개사를 선정,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성장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글로벌스타벤처육성사업에는 신규 3개사 기존 5개사 등 8개사를 선정, 
1억 6,500만 원의 비즈니스 지원금을 지원하여 특허등록 및 출원 40건, 인증획득

15건 등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을 획득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선정기업 8개사는 평균 21%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벤처촉진지구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디자인개발 9개사, 해외시장개별개척 4
개사, 인증지원 11개사, SW지원 8개사를 지원 하였다.

   다. 울산벤처빌딩 운영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자질을 갖춘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울산벤처빌딩에 32개사 47개실이 입주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전문위원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대표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CEO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여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간담회 등으로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공용장비 및 부대시설 사용을 무상 지원하는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

업을 추진하였다.

   라. 2014년 업무계획
지역의 IT/SW산업의 육성을 위해 맞춤형 IT인력 기술지원사업에 2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IT/SW 기업 애로기술 분야 해결 및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해
를 더 할수록 호평을 받고 있는 IT컨퍼런스 ULSAN은 IT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

고 최신 기술과 첨단IT제품을 지역 기업과 시민들에 소개하는 더욱 품격 높은 행사

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동남권 IT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

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울산IT포럼 운영 뿐 아니라 울산 e스포츠 대회도 2013년
도와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11장 지방공기업 ․ 기타법인 운영

904 • 2014 시정백서

  지역 주력산업과 IT기술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 기업의 수요기술 과제를 적극 발굴

하고 정부 각 부처 별로 추진하는 R&D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타벤처육성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추진, 그리고 울산벤처빌딩 운영으로 벤처기업 경영 기

반 조성과 지속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