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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경제정책
1. 경제정책

가. 주요성과 
신성장 동력 보강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테크노산업단지 계획승

인 고시(’13.6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북항 하부 기반시설 착공(’13.11월), 수

소타운 준공(’13.7월), 저차원탄소 혁신소재 연구센터 착공(’13.3월)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기반을 확충하고 뿌리산업 ACE기술 지원센터 및 울산종합비

즈니스센터 유치, 그린카 기술센터(’13.10월), 융복합첨단과학기술센터 착공

(’13.10월) 등 주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업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고 3대 주력산

업의 날 운영과 울산산업문화축제 개최 등 기업인, 근로자 사기진작과 경영안

정자금(800억원) 및 신용보증(1,600억원) 적기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마련하였고 울산의 국제화를 주도할 전시컨벤션센터 건

립계획 정부 승인(’13.7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12개 산단 9,981㎡의 산업 용지를 공급하고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

구하고 9개 산단을 분양 완료(322개사) 하였으며 S-OIL 8조원 투자, 아사히카

세이 4공장 증설, BASF 고기능성 안료투자 등 해외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증설

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FTA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 고소

득 지역특화 작목 육성(무화과, 키위), 조사료 재배확대(3,300ha), 명품부추 브

랜드 가치와 상품성 향상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830

톤)과 바다 숲 조성(28ha), 인공어초 확충(1,456ha) 등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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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
(십억원)

울산 51,271 59,160 68,398 70,648 -

전국 1,065,665 1,172,742 1,241,582 1,274,989 -

전국대비 비중(％) 4.8 5.0 5.5 5.5 -

1인당 총생산(천원) 47,061 54,071 61,880 63,296 -

광공업생산액
(십억원)

울산 152,555 175,712 228,545 230,601 -

전국 1,124,787 1,337,614 1,505,240 1,514,283 -

나. 주요 경제지표 
2012년 기준 울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7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이 26.2%, 농림어업은 0.2%를 차지하고 있다.

〈 산업구조 현황 〉
(단위：%, 2012년 기준)

광공업 및 제조업 농림 ․ 어업 서비스산업 및 기타
73.6 0.2 26.2

2012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은 70조 6,475억 원으로 전국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6,329만 원으로 전국 1위, 전국 평균 2,549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2012년 기준 광공업생산액은 230조 6,010억 원으로 전국의 15.2%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전국 2위 규모이다.

2013년 수출액은 915억 달러로 전국의 16.3%로 전국 2위, 실업율은 전국평균

3.1% 보다 1.0%p 낮은 2.1%를 나타내고 있다.

〈 2013년 주요 경제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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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실업율(%)

울산 4.2 3.6 2.8 2.6 2.1

전국 3.6 3.7 3.4 3.2 3.1

실업자(천명) 23 20 16 15 12

수 출
(백만달러)

울산 60,814 71,384 101,480 97,213 91,513

전국 363,534 466,384 555,214 547,870 559,632

전국대비 비중(％) 16.7 15.3 18.3 17.7 16.3

수 입
(백만달러)

울산 47,360 62,995 85,786 87,611 83,915

전국 323,085 425,212 524,413 519,584 515,586

어음부도율(%)

울산 0.09 0.13 0.10 0.31 0.12

전국 0.03 0.03 0.02 0.12 0.14

부도업체수(개) 37 27 17 9 8

물가상승률
(%)

울산 2.2 3.2 4 2.1 1.5

전국 2.8 2.9 4 2.2 1.3

신 설 법 인(개) 736 724 1,002 1,183 1,117

주) 2013년도 지역내 총생산 및 광공업생산액은 통계자료 미발표로 공란 작성하였음

2. 중소기업 지원
가. 경제진흥원 운영

   1) 운영성과
지역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경영정보․판로개척 등 모든 분야를 일괄 컨설

팅 및 지원하는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도모코자 설립하였으며, 2013년 5월1일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서 울산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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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780개사에 1,13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

천과 광역연계협력사업에 10,427백만 원을, 지역SW 융합지원 사업에 1,671백만 원,

조선해양IT 융합혁신센터구축에 5,203백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17,300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기업의 R&D를 더욱 강화하였다.

중소IT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스타 벤처기업 육성사업 등 8개 사업 107개

기업지원,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사업 등

8개 사업 274개 기업을 참여시켰으며, 울산수출플라자 2013 개최, 중국, 아시아

무역사절단 파견,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공동브랜드전시․판매전에

참가하는 등 판로개척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기업애로의 상시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지속 운영하

고, 지역기업지원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

산업단지별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현

장에서 직접 기업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기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 향후계획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임직원에 대한 자

질향상 교육 및 신기술․신제품의 효율적인 판로개척 등 수요자 지향적 종합지원

과 지역 IT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IT산업 특화분야 도출 및 육성을 위한 전략

과 정책수립을 제시할 것이며, 현장 실무중심의 해외마케팅 강화 등 통상 지원체

제도 강화하고, 특히 경제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제총괄 전담

기구의 역할 수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다변화를

적극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울산신용보증재단 운영
   1) 운영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은 부

족한 업체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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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0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울산경제진흥원 3층에 입주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

본 재단은 853억 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2013년까지 54,455개 업체에 1조

1,968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향후계획
앞으로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점차 보증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신용보증공급을 늘려 지역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

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 효율적인 자금지원체제 구축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좋은 조건의 자금을 적기에 공

급하여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업체들의 자금 신청 편의를 위해 시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자

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2~4% 지원하여 지

역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2) 지원성과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584억 원을 조성하

여 1993년부터 총 3,884개 업체에 6,90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310개 업

체에 697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경영지원을 위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은 지역중소기업의 열악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대외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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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 〉                                                                         (단위：개사, 백만원)
구   분 계 2009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융 자

승 인

업체수 4,327 3,014 311 331 330 341

금 액 788,983 520,685 53,670 60,873 76,610 77,145

대 출
업체수 3,884 2,732 265 276 301 310

금 액 690,214 454,993 44,908 50,633 69,917 69,763

   3) 향후계획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자

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적

기에 지원,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라. 전통공예품 개발육성
전통공예 기능의 계승발전과 우수공예품 개발을 유도, 공예품 품질 고급화 및

문화 상품화 촉진을 위하여 2013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시청 전시실

(본관1층) 및 햇빛광장 일원에서 제16회 울산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였다. 행사기간

중 지역의 74개 업체가 출품하여 이 중 25개 업체(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3,

장려상 3, 특선 5, 입선 10)에 대한 시상식과 1,460만 원의 시상금을 지원하고 제43

회 전국공예품대전에 25개 작품을 출품하여 이주연씨의 ‘한국의 선’이 한국주얼리

산업연합회회장상을, 공효용씨의 ‘커피향기가 있는 나무’ 및 박봉녀씨의 ‘훈민정음

과 무궁화꽃의 만남’이 장려상을, 김미선씨의 ‘만찬’ 등 12개 작품이 입선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매년 공예품의 판로개척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서울 기프트쇼(Seoul

Giftshow), 영․호남 전통공예품 교류판매전 등에 참가하고 있으며, 공예품 홍보책

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 전통공예 기능의 계승발전과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유도하고 공예산

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 지정업체 15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300만 원씩 전체 4,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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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울산 공예품 대전의 지속 개최, 시 지정 공예업체 선정 및 개발 장려

금 지원, 개발된 공예품 판로개척을 위한 각종 교류판매전 참가 등 지역 공예산업

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마. 창업보육센터 운영
예비․신규 창업자에 대한 경영능력 배양과 기업경쟁력 강화, 지적재산권 확보,

사업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내 창업보육센터는 울산대학교, S/W지원센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5

개소에 289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225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창업보육센터 현황 〉                                                                          (단위：개실/개업체)
구    분 계 울산대학교 울산벤쳐빌딩

S/W지원센터
울산

테크노파크
울산여성

비즈니스센터
울산과학

기술대학교
보육실수 289 43 47 183 6 10

입주업체수 225 36 31 148 6 4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능력이 부족한 예비․신규창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은 물론, 산․학․연 협력사업 연계를 통한 기술 공동연구,

정보교류, 창업동아리의 우수아이템 발굴 및 창업 연구 활동 지원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유통소비
가. 물가동향

   1) 물가관리   
2013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84(2010년=100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하였다. 지출 목적별로 음식·숙박 부문 3.5%,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부문 3.3%, 의류·

신발부문 2.9%, 주류·담배부문 1.5%, 식료품·비주류 음료부문 1.4%,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부문 1.4%, 교육 부문 1.1%, 오락·문화 부문 1.0%, 기타상품·서비스 부문 0.5%,

보건 부문 0.1% 각각 상승하였고, 교통부문 0.7%, 통신부문이 0.1% 각각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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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소비자물가 동향 〉                                                                     (2010년=100,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울산
지 수 100.0 104.0 106.2 107.84

(전년비) 3.2 4.0 2.1 1.50

전국
지 수 100.0 104.0 106.3 107.67

(전년비) 3.0 4.0 2.2 1.30

   2)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
주요생필품가격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21명의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전통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추이를 조사, 시와 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격비교 공시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요금도 경영혁신으로 원가를 절감시키고 재정부담의 적정배분으로 인상요인

을 최소화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인상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정기적인 물가조

사 및 가격모니터링 결과공표, 물가안정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

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물가조사모니터는 중구 3명, 남구 3명, 동구 5명, 북구 4명, 울주군 6명 등 총 21명

으로 주요 쇼핑센터, 전통시장 등 유통 업태별·규모별로 나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 추진
개인서비스 품목과, 주요생필품 등 총55개 품목에 대한 주간단위 물가동향 조

사 관리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을 관리하고 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하한 업소나 타 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요금을 받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구․군별로 중구 20개소, 남구 19개소, 동구

18개소, 북구 11개소, 울주군 31개소 등 99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지원 등 재정지원과 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활동 지원으로 업소의 가격 자율인하 분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주부물가 모니터단(15명)을 활용하여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등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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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요금의 안정 관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자체 원가절감 방안

강구 등 경영혁신 노력 강화와 공공요금 인상 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

대책위원회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고 있다.

〈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                                                                              (단위：명, 회)

위원장
위원 구성수 2013년

위원회 
개  최계 공무원 시의원 기관 언론인 관  련

전문가
소비자
단  체

근로자
단  체 

경제부시장 20 2 1 6 2 4 3 2 0

   5)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2013년 한 해 동안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설날 추석, 관광 행락철 등 특수기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 지방공공요금 7종 중에서 원전가동정지 등 가스수요 증

가로 도입 원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도시가스요금 인상 외에는 6종(택시, 시내버스,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정화조청소료)의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2013년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동결기조 유지 위해 노력하였다.

  나. 유통산업
2013년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보완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규제 강화로 인하여 월2회 의무휴업 이행을 위한 구·군 조례 개정과 『대·중소

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개정으로 소규모 영세상인의 이익과 권리보호가

보다 강화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동구에 입점한 기업형슈퍼마켓 SSM(Super

super market) 한 곳과 지역 중소상인과의 마찰로 인한 사업조정이 진행되기도

한 한 해였다.

   1) 도 ․ 소매업 현황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구조에 비해 유통산업은 취약한 실정으로 전체

산업 대비 도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24.8%(전국평균

26.1%), 종사자수 기준으로 10.9%(전국평균 14.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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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소매업에서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 2.0%이며 종사자수

기준 1.8%로 인구수 대비 유통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은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 도 ․ 소매업 구성현황 〉                                                                             (단위：개소, 명)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도 소매업
전 국 941,895 2,774,014

울 산 18,507 49,450

주) 자 료：통계청『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 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현황
시장은 상설시장 45개소, 정기시장 8개소로 모두 53개소가 있다. 이 중 상설시장은 중

구 20, 남구 10, 동구 9, 북구 3, 울주군에 3개소가 있으며, 5일장으로 불리는 정기시장

은 북구 2, 울주군에 6개소로 구청장․군수가 개설․관리하는 공설시장이다.

〈 시 장 현 황 〉                                                                                 (단위：개소)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계 53 20 10 9 5 9

상 설 45 20 10 9 3 3

정 기 8 - - - 2 6

현대․롯데․홈플러스․신세계․농심 등 국 내외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백

화점과 대형 할인점은 다음과 같다.

〈 대형유통업체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계 21 4 9 2 4 2

백 화 점 3 - 2 1 - -

대형마트 12 2 3 1 4 2

쇼핑센터 5 2 3 - - -

기 타 1 - 1 - - -

다. 전통시장 활성화
우리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회복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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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현대화사업 
2001년 이후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고객이용편의를 위한 각종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차장, 아케이드, 간판교체, 안전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2013년 시설 현대화 추진현황 〉                                                                          (단위：백만원)
시장수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구군비 민간
15개소 9,666 5,800 1,837 1,883 146

   2) 경영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와 상인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전문교수를 초빙경영

마케팅 기법및 친절교육과 영업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지역 내 상인회장단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2차례 개최

하여 특성화된 운영방식으로 전통시장 성공 사례를 이룬 국내외 우수사례와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을 통해 선진화된 경영기법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340명에 이른다.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운영(1명)으로 전통시장 상인회를 조직화하고

상인회간 유대감 강화 사업 등 경영현대화를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소비자보호 활동
   1) 소비자센터 운영
소비생활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2003년 5월

30일『소비자센터』를 울산상공회의소에 개소한 이래, 현재 전담 직원 2명과 민간

단체 상담자 2명이 시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소비자센터에서는 매년 소비자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상

담을 처리하는 등 종합적인 소비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소비자시

책 참여를 위해 2006년부터 소비자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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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비자단체인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광역시지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고 민간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에서의 소비자권익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울산 지역에서만 21,133건의 소비자 피해상담을 처리하여, 한 달 평균

1,761건의 소비자 피해상담을 처리하였다.

< 소비자 피해상담 처리결과 >                                                                     (단위：건)
구  분 계 정보제공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시정 기타

2011년 22,156 20,691 314 75 289 104 103 74 69 437

2012년 20,853 18,534 381 107 471 198 211 104 169 678

2013년 21,133 17,251 268 167 956 396 412 171 313 1,199

   2) 소비자센터 홈페이지 운영
시민들에게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구축한 소비자센터 홈페

이지(consumer.ulsan.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소

비자 피해주의 정보를 비롯한 각종 교육 소식, 최신 소비자 피해정보를 쉽게 찾아

보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온라인 소비자피해상담 접수로 24시간 열려있는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3일내 처리를 목표로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3) 맞춤형 소비자교육 우수사례 호평
2013년 한 해 동안 취약계층 소비자인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 학부모, 농업인,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

로 총 93회에 걸쳐 12,935명의 시민에게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악덕상술로 인한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소비자교육”은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9월에는 KOICA 글로벌

소비자정책연수단이 직접 울산을 찾아와 교육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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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소비세대 양성을 위한 소비생활시범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울산 지역

13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연 30회에 걸쳐 중장기 소비자교육을 실시하

였으며 학교 및 교육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맞춤형 소비자교육 >
2013년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지역 소비자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생 소비자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기업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비자정보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소비자교육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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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와 현장 교육 >

   4) 계량질서 확립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관리를 주

기적으로 점검하고 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등록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 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현황 〉                                                                                (단위：개소)
계 제 작 업 수 리 업 계량증명업
48 9 14 25

   5) 대부업 등록․관리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예방과 대부업자의 관련법 준수를 위해 영업행위 지도검검

과 생활정보지·불법명함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미등록업체 경찰 수사의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업 피해상담과 대처요령 안내 등 사전예방과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시 대부업은 중구 34개소, 남구 108개소, 동구 19개소, 북

구 10개소, 울주군 19개소로 총 190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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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및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3년 3월

부터 대부업 사무를 구·군에 위임하고 구·군별 소재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바른 대부거래 정착과 피해유형·구제방법 등 지속적

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마. 2014년 업무계획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설․추석

및 관광행락철에는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 운영을 통해 성수품목

중점관리와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경영혁신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

혁신을 위하여 맞춤형 상인교육, 특가판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지원, 상인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중앙길상가의 문화공영주차장 건립 등 21개 시장, 32종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15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2013년도 사업비

96억 원과 비교할 때 65% 증가한 규모다.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및 어르신 등 계층과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

육을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상담과 적극적인 처리를 통해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4. 노사협력
가. 노정관리

   1)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은 189개의 단위노조에 100,331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노동

단체 조직률은 한국노총이 전체 조합수의 42.4%인 80개 노조 18,239명이고,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수의 30.7%인 58개 노조 57,760명, 미 가입단체는 25.9%인 49개 노조에

22,8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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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별 노조원 규모 〉                                                    (단위：개소, 명)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입

노조수 노조원 노조수 노조원 노조수 노조원 노조수 노조원 노조수 노조원

189 100,331 80 18,239 58 57,760 2 1,475 49 22,857

   2) 노사분규 실태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는 현대중공업 19년 무분규 달성, 현대미포조선의 17년 무

분규 달성 등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 울산지역 노사분규는 10건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

환문제는 지역노사안정의 주요한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 노사분규 발생 현황 〉                                                                               (단위：건, 일)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파 업 건 수 7 7 1 8 3

근로손실일수 11,890 24,523 4,300 246,735 217,707

주) 자 료 : 고용노동부

나. 노사문화 혁신 및 근로복지
   1) 노사문화 혁신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노사정간담회, 지역노사

협력문화 대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사 안정시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울산의 노사관계에 대한 진단과 상생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진

노사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주요사업장 임단협 추진사항 등을 신속히 파

악하여 분규예상 사업장을 사전 지도함으로써 노사분규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2) 모범근로자 표창
민주적 노조운영과 신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79명을 선발하여 근로자의

날 행사 등에 시장표창을 수여해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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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단체 활동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 노동단체 고유행사 지원과 노동

상담소 운영, 근로자 해외연수지원 등 근로자 권익보호와 사기앙양을 위한 행사 등에

3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동단체가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에

는 노동회관 복지관을, 민주노총에는 노동회관 화합관을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다.

   4)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문화․

취미․체육․휴식시설을 고루 갖춘 종합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근로자복지시설 현황 〉    
구  분 위   치 위치 및 규모 주  요  기  능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2000년 7월 건립)

남구 삼산중로 144

(삼산동 1538-1)

◦대지 5,043.84㎡,

건물 10,644.79㎡

(지하 2, 지상 5)

◦문화시설：공연장, 예식장,

취미교실 등

◦스포츠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볼링장 등

노동회관 복지관

(1984년 2월 건립)

남구 돋질로 157

(신정3동 168-7)

◦대지 539.8㎡,

건물 1,174.21㎡

(지하 1, 지상 3)

◦사무실, 강당, 상담소 등

노동회관 화합관

(2004년 2월 건립)

남구 삼산중로 186

(삼산동 1538-6)

◦대지 3,433.1㎡

건물 394.5㎡(지상 1)
◦사무실, 상담소 등

다. 일자리 창출사업
   1) 취업알선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와 인력을 구하는 구인업체간에 맞춤형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에 시 및 구․군에『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 심층상담을 실시하였으며,『2013 채용박람회』행사를 개최,

7,988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1,632명이 면접에 응시, 즉시채용 68명, 2차 면접

후 채용 238명 등 총 306명 채용의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http:

//www.work.go.kr)과 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의『정보마당/구인구직』

란을 상시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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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알선 현황 〉                                                                               (단위：명, %)
구  분 구인수 구직수(A) 취업자수(B) 취업률(B/A)
2009년 25,547 51,216 14,702 28.7

2010년 44,742 61,349 15,702 25.6

2011년 52,949 58,536 17,586 30.0

2012년 56,389 55,679 19,069 34.2

2013년 53,456 54,635 20,439 37.4

주) 자 료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2) 공공근로사업
IMF로 발생된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업율이

점차 안정되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 실업계층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 저소득 실업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및 가계지원에 주력하

였으며, 총 사업비 17억 31백만 원을 투입하여 859명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하였다.

〈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계 시비 구․군비 이월 계 정보화
추진

공공생산성
공공

서비스
환경

정화 등
1,731 1,076 655 - 1,731 54 329 330 972 46

〈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                                                                           (단위：명, %, 개)
구  분 신청인원 (A) 선발인원 (B) 선발률 (B/A) 중도포기
계 2,489 859 31 148

제 1 단계 654 240 37 40

제 2 단계 741 174 23 27

제 3 단계 497 140 28 18

제 4 단계 597 305 5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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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희망근로사업이 2010년 8월 종료된 이후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0년 9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도입 시행되었다.

201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및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

13대 사업유형에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8개월간 1차(3월~6월), 2차(8

월~11월)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 654명에게 공공

부문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였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단위：개,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수 참여인원 사업비
2011년 130 735 4,368

2012년 84 568 2,280

2013년 56 654 1,992

   4)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시작

하였다. 2015년까지 1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2,300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강화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2개를 지정(신규 12, 재지정 20)하였으며, 345명

의 인건비 지원과 6억 4,870만 원의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개최,

4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창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우수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특강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관계자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적기업 워크숍을 1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들과의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원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 9개 기업이 결연을 맺어 사

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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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사회적기업 현황 〉                                                                    (단위：개소)
계 사회적기업 울산형 예비사회적기업
55 32 23

   5)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향토․문화․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

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도입되었던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었다.

2010년에 시범사업 수행단체 5개를 선정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3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1년에는 9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45개의 일자리, 2012년에는 11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105명의 일자리

를, 2013년에는 13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1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경영․회계․마케팅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                                                                       (단위：개, 명, 백만원)
구   분 마을기업수 일자리 창출 사 업 비
2012년 11

(신규 6, 재선정 5) 105 520

2013년 13
(신규 9, 재선정 4) 108 469

   6) 청년창업 지원
청년실업 해소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 도전

의식 함양 및 창업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CEO 육성사업’과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청년창업프로젝트로 출발한 청년CEO 육성사업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청년

창업센터가 운영주체가 되고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영산대

학교 등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과 창업활동비, 창업초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오프라인

매장 입주 등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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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35명에게 창업을 지원하여 65%인 474명이 창업

에 성공하여 575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거두었다.

〈 청년CEO 육성사업 추진현황 〉                                                                (단위：명, 백만원)
연도별 사업비 참가자 수료자 창업자 고용창출
2012년 1,800 155 127 89 93

2013년 1,800 152 114 114 152

또한, '청년CEO 육성사업‘ 과정을 수료한 지식·기술 분야의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준비의 연속성을 부여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

원사업‘을 2011년 7월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51개팀 68명에게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입, 창업 심화교육 및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였다.

   7)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에 인턴근무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정규직

으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0년 7월부

터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2010년 부터 2013년까지 183개사에 524명의 청년인턴을 지원하여 33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청년실업 해소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완화에 기여하였다.

〈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추진현황 〉                                                                (단위：명, 백만원)
연도별 사업비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
2012년 350 86 47

2013년 600 132 96

   8)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2011년 3월부터 지역맞

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능력개발, 일자리창출 등

지역주민을 훈련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특화사업과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

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시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

을 제고시키는 포럼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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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526명을 훈련하여 479명이 용접, 조선선박 설계분야 및 중소기업 오피스

행정실무, 석유화학업종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였고, 울산 베이비붐세대 고용

실태조사 및 전직지원방안 등 7건의 연구사업과 포럼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고

용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라. 2014년 업무계획
경제위기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고용불안 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사회조류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시정운영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관계로 볼 때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등으로 노사갈등의 증폭이 우려된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화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건설플랜트 분야도 임단협과 연계한 투쟁 요인 발생이 예상되는 반면,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필요성, 강경노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노사관계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시는 2014년에도 선진노사문화 정

착을 통한 울산의 재도약은 물론「노동운동의 메카」에서「노사협력의 메카」로 거

듭남으로써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한다. 추진시책으로

는 지역 주요사업장 노동조합 및 지역노총 관계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

간 소통과 교류의 장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주력산업의 날 행사 개최,

지역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 및 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삶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5. 에너지 수급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 에너지원의 수급
우리시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밀집된 에너지 다소비 도시로서 우리나라 전체에

너지 사용량의 11.8%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중 석유제품이 주를 이루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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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석탄, 신 재생에너지 순으로 소비하고 있다. 사용형태로는 산업용이 8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송, 가정 상업용, 공공의 순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소비형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산업화시대에는 산업용

으로 석탄과 석유제품이 주를 이루었고, 가정용으로도 연탄과 석유류가 주로 사용

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발전용으로 원자력이, 가정용연료로 LPG가 보급되기 시작

하였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연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

격히 감소하여 사양화되어가고 있고, 사용시 편리하고 안전한 청정연료인 천연가

스(LNG)가 도시가스로서 전국적으로 배관망을 통하여 가정으로 보급되고 있다.

나. 석유류 공급
   1) 공급업소 및 소비현황
울산지역에는 국내 석유정제 능력의 49.7%를 점유하고 있는 정유사 2개소가 소재하

고 있고 석유판매업소는 일반․용제대리점 32개소, 주유소 274개소, 일반판매소 31개소,

부생연료유판매소 3개소, 용제판매소 10개소 등 총350개소가 영업 중이며, 가격경쟁에

따른 수익률 악화로 사업포기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석유판매업소의 석유류의 소비

물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등유의 경우 하락하였다.

   2) 석유 판매업소 품질검사
휘발유, 등유, 경유를 대상으로 심야 취약시간대와 공휴일에 중점적으로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 구․군, 한국석유관

리원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위주의 강력한 행

정처분을 하고, 위반업소의 위반내용은 한국석유공사 운영 유가가격정보 홈페이지

(오피넷) 및 일간지 등에 공표하고 있다.

품질 위반업소는 고유가에 따른 시민관심 증대로 품질검사 및 단속강화 등 사전

예방조치 하였으며, 2012년 15건에 비해 2013년에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행위금지

위반 2건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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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용 석유류 소비현황 〉                                                                                (단위：천Bbl)
구  분 계 휘 발 유 등  유 경  유
2009년 7,117 1,660 447 5,010

2010년 7,366 1,765 392 5,209

2011년 7,883 1,933 376 5,574

2012년 7,346 2,000 388 4,958

2013년 7,305 2,026 327 4,952

〈 석유품질 위반업소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 소 9 13 7 15 0

다. 도시가스(LNG) 공급
   1) 시설현황 및 공급실적

2013년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전체세대의 87.5%인 377,025세대로 공급량과 공급

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87.8%, 가정용 8.6%, 영업용 2.2%,

기타 1.4%의 순이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는 울산의 대기환경개선과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황 〉

구   분 본  관 공  급  관 정  압  기 지구 정압기지역 전용
시설현황 476㎞ 1,088㎞ 146개소 333개소 9개소

〈 도시가스 공급실적 〉                                                                                 (단위：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 급 량 1,195,823 1,618,812 2,154,207 2,725,126 3,027,406

공급세대수 311,576 326,429 345,653 364,250 37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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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가스 공급계획
우리시는 (주)경동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를 2018년까지 2013년

3,027백만㎥ 대비 25% 증가한 3,806백만㎥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일일 평균

8,294천㎥의 천연가스가 공급배관을 통해 울산 전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청정연료

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LPG는 가정용(프로판)과 차량용(부탄)으로, 가정용인 프로판은 취사 및 난방용

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의 공급확대와 국제유가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사용량이 정체추세에 있고, 차량용(부탄)은 LPG차량의 증가와 함께 사용량이 증

가추세에 있으며, LP가스로 인한 사고는 2009년 7건, 2010년 1건, 2011년 3건,

2012년도 2건, 2013년 5건 이다.

우리시에는 집단공급 3개소, 충전 36개소, 판매 95개소 저장13개소 등 총 143개

소의 공급업체가 있고, 2013년에는 가정용 LPG 20,148톤, 차량용 LPG 73,649톤을

각각 공급하였다.

〈 LPG 공 급 현 황 〉 (단위：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03,776 113,750 112,103 109,740 93,797

프로판(가정용) 25,083 29,879 28,667 29,269 20,148

부 탄(차량용) 78,693 83,871 83,436 80,471 73,649

마. 연탄 공급
울산지역에는 연탄 제조업체가 없고 인근 경주에 소재한 제조업체 1개소에서 지

역의 7개 판매소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2013년 연탄 소비량

은 7,812톤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는데, 이는 타 연료원 보다 다소 저렴한 가

격에 그 원인이 있다.



제3장 경제통상

274 • 2014 시정백서

〈 연탄 사용가구 현황 〉                                                                         (단위：가구, 개소)

사용가구 지  역  별 판매업소수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969 88 389 34 113 345 7

〈 연도별 연탄소비량 〉                                                                                   (단위：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 비 량 9,148 8,302 7,788 7,434 7,318 7,812

바. 전력 생산
울산지역에는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발전소와 한국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소

가 소재하고 있으며 발전설비는 총 3,400㎿로서 전국 발전설비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 발전량은 총 10,149,654㎿h로서 전국 총발전량의 2.14%를 점유하고 있다.

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써 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와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석탄액화

ㆍ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신 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고유가 지속과 기후변화 협약 규제 대응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의 발굴

보급 확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지원사업(그린홈100만호)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사업 민간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소각장 폐열활용시설 설치
에너지 대체 효과가 가장 큰 공단 폐열 활용사업에 대하여 1999년 6월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였다. 온산, 울산미포국가공단 폐열발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업폐기물업체인 주식회사 코엔텍의 소각장 폐열을 인근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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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 온도, 압력, 용수, 자금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4차에 걸친 실무회의

과정에서 SK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참여하여 10억 800만 원의 ESCO 자금과 SK주식

회사의 12억 원 시설 자금으로 2001년 5월 설계, 공급 배관 시공 후 2002년 4월

13일 부터 주식회사 코엔텍으로부터 인근업체에 시간당 30톤의 스팀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2) LFG 자원화시설 설치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자원화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물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2000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고

SK주식회사와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를 공동사업자로 하였다.

총 50억 7,000만 원의 ESCO 자금으로 2001년 7월 공사계약 체결,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10월에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1일 4만 3천여㎥의 매립가스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인근 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3)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열을 흡수․저장․열 변환 등을 통해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및 그린홈 사업 등에 보급하였으며,

면적 5,570㎡의 집열판을 설치하여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다.

   4) 사회복지시설 지열시범 보급사업
북구 지역에 소재한 태연재활원에 지열 에너지원을 이용한 냉난방 히트펌프

60RT와 울주군에 소재한 연화노인전문요양원에 100RT를 설치하여 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재활의욕 고취에 앞장서고 있으며,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고에 150RT를 설치하여 시민과 학생 등에게 산교육을 접목시켜 청정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1,444kw) 및 주택지원사업(1,063kw)를 통해 지속적

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랑의 햇빛에너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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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에 46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

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청정

에너지를 생산 이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녹색도시 이미지 개선과 이산화탄소 절감

을 기대하며,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 산유도시 울산
석유수입 세계5위인 우리나라도 경제성 있는 가스전이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됨

으로써산유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10억 달러 부가가치의 가스전

개발로 인한 시너지효과로 중공업, 엔지니어링, 건설 등 관련 산업의 신규투자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수도 울산이 석유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석유공사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는 가스전관리사무소에서 열량교정과 정제

과정을 거쳐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망에 연결, 울산, 경남 일원으로 공급

하고 있다.

1998년 7월 제6-1광구 고래 V 구조 탐사시추(1공) 성공하여 1999년 3～6월 평가

시추(3공), 경제규모의 가스매장량을 확인하고, 2000년 2월 23일 가스전 개발 선언

식을 개최하였다. 2002년 3월 15일 동해-1 가스 생산시설 기공식, 2004년 11월 5일

동해-1 가스 생산시설 준공과 함께 상업생산하게 되었다.

울산 동남쪽 58㎞ 해저 수심 150m, 면적 약 157㎢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동해-1

가스전은 1987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석유공사에서 13개공을 시추하여 경제성이

확인되어 개발하게 되었다.

〈 가스전 현황 〉
구   분 내         용

매 장 량
2,500억 입방피트 (LNG 환산 약 5백만톤)

⇒ 12억 달러 수입대체 효과

생 산 기 간 약 15년 (2004년～2018년)

시 설 공 사 이송 파이프라인(총연장 66㎞), 육상터미널 20,000평

주) 공급량은 울산, 경남 일원에 도시가스 연간 약 40만㎥ 정도를 계절별로 공급(울산 일공급량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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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14년 업무계획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삼동면주민센터 태양광발전사업설

치 외 2개소를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KBS 울산방송국 주관으로 에너지빈곤층 5가구를 선정하여 (사)녹색

에너지촉진시민포럼 주최로 자원봉사대와 함께 차상위 가정을 방문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 추진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

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기후변화 협약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녹색도시 이미

지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