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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진흥
1. 산업정책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발원지로서 자동차․조선․화학 등의 기간산업을 기반으

로 국가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울산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기반경

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는 2004년 수립된『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하여 자동차․조선해양․정밀화학․환경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고 오토

밸리 조성 및 화학혁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2012년에 종료된 이후 2013년 6월부터는 3년간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어 우리시의 5개 산업군인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엔지니어링플랜트, 에너지소재, 환경 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기업지

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부터 동남권의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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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육성을 위하여 생산 및 연구기능이 융합된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린

전기차 연구기반 구축, 2차 전지 산업의 육성,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및 동북

아 오일허브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가. 지역산업진흥사업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2단계 지역진흥사업이 종료되고, 2013년 6월 신지역특

화산업 육성사업 1단계 사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산업을 지자체 주도로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

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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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류 과   제   명 합계 국비 지방비

계 16,539 11,609 4,930

R&D(기술개발)
철제부품 대체 고인성 AI 주조 차체부품

개발 외 30개 과제(전 산업군)
5,400 5,400 -

비R&D

(기업

지원)

기술지원

수송기계융합부품 및 엔지니어링플랜트

산업 사업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

2,000 1,100 900

소재전문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
2,264 1,254 1,010

사업화지원 기술주도형 R&BD 마케팅 지원사업 1,610 910 700

인력양성 미래전략형 수요맞춤 기술인재 육성사업 1,870 1,020 850

융합서비스 제조업 기반 융합서비스 지원사업 400 200 200

R&D

활성화

산업내/산업간 기술이전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기업 육성사업
400 200 200

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신특화산업 거점기관 운영(정책기획단) 1,020 450 570

지역기업 지원(기업지원단) 1,000 500 500

지역사업평가

지원사업
지역산업평가단 지원 575 575 -

2013년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엔지니어링플랜트, 에너지소재, 환경의 5개

산업군을 선정하고, 거점기관 및 지역평가단 지원을 제외한 R&D와 비R&D 분야

에서 공모를 통해 총 37개 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 2013년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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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사업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 조성사업은 2008년 9월 10일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2009년 3월 6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울산발전연구

원)을 수행하고 2010년 4월 7일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광역시 도시

공사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6월 20일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득하였다.

테크노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1,287천㎡에 사업비 3,522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시설

인 산학융합본부와 연구시설이 입주하는 R&D시설용지, 융·복합생산시설 등 산업

시설용지가 699천㎡ 조성되고, 31천㎡의 지원시설과 주거용지 92천㎡가 조성된다.

2014년 상반기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5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계획으로, 약 24,357명의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 11일 R&D시설용지 협약을 체결하여 울산산학융합본부

등 교육․연구기관 건립에 1,993억 원과 현대중공업(주) 등 24개 기업체 R&D센

터 건립에 3,449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단지 준공 시까지 11개

교육·연구기관과 50여 기업체 R&D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광역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와 광

역경제권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광역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 시는 2011년에 선정된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 등 3개

사업과 2012년에 선정된 “원전기자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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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 (단위：억원)
연도 사   업   명 총사업비 주 관
2011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 205 울산TP

동남권 해상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218 경남TP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체계 구축사업 169 부산대

2012 원전기자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기반구축 65 울산TP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사업 100 대전TP

라. 2014년 업무계획
2014년에는 새 정부 지역정책에 부합하는 시·도 주도의 중장기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에 매년 수립하던 ‘지역산업진흥계획’과 함께 지역일자리 창

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인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

한다.

특히, 2015년 4월 광역권사업의 종료에 대비하여 시도 경계를 초월한 ‘산업협력

권사업’을 신설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행복생활권의 주민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지역연고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

으로 추진하는 등 2015년의 지역산업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고 2017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자동차 ․ 조선
가. 자동차산업
우리시는 연간 153만대 생산규모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 256여개의 자

동차부품업체가 밀집하여 국내 자동차생산의 21.1%를 점하고 있으며 동남권 수송

기계산업의 거점지역으로서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 집적지이다.



제3장 경제통상

282 • 2014 시정백서

〈 지역 자동차산업 현황 〉                                                                   (단위：개, 명, 백만원, %)

지역별 생산액 전 국비 중 부 가가 치 전 국비 중 사 업체 수 전 국비 중 종 사자 수 전 국비 중
울 산 37,068,895 21.1 11,291,902 21.2 256 7.1 44,008 14.6

부 산 5,840,994 3.3 2,121,923 3.9 245 6.3 11,632 3.8

경 남 13,987,052 7.9 4,097,179 7.7 655 16.9 31,357 10.4

전 국 175,587,385 100 53,158,276 100 3,869 100 300,873 100

주) 10인 이상 업체 기준,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2012)

2013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생산기준으로 3.8% 증가한 8,427만대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 시장인 중국은 판매량이 전년대비 13.9% 급증했고 미국도

7.5%증가 했으나 일본은 0.1% 소폭증가 했다. 유럽은 전년도 보다 1.8% 감소되었

다. 우리나라는 452만대를 생산하여 전년대비 0.9% 감소하였으나 순위는 변동없이

5위를 기록했다.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에서 그린카와 지능형자동차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에서는 앞으로 도래할 그린카 시대에

대비한 시장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자동차

산업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집중투자가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술주도형의 세계적인 자동차 혁신클러스터로의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오토밸리 조성사업(2002년～2007년)을 완료하여 자

동차 관련 R&D 핵심거점을 구축하였다.

2006년 개원한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APIC : Automotive Parts Institute Center)

는 자동차 부품소재관련 R&D 인력․장비․시설이 집적화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

파크) 매곡지구의 거점시설로 전국 최고 최대의 지역특화센터로 인정받고 있으며,

연면적 30,702㎡ 규모의 본관동, 신뢰동, 안전시험센터, 협업혁신관을 통해 기업체

장비이용지원, 공동연구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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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에는 공장형 창업보육 공간 확충을 위한 협업혁신관 건립과 충돌시험

장을 종합안전시험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Sled시험장 구축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는 자동차 차체 제작용 대형 금형 표면처리장비로써 금형 구내수명을 향상시

키는 이온질화표면처리장비를 구축, 2010년에는 충돌벽하중측정 장비 및 전복 시

험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자동차 모듈화 부품평가를 위한 세계 각국 안전분야 법규

및 상품성 평가에 대비했다.

울산은 국내 최대 부생수소 생산도시로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한

저탄소 수송시스템 기반 구축 및 수소경제 선도 도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33대를 실증운행 하

였고 수소충전소 2기를 설치하여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

축하였으며, 2014년부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그린카 산업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2011년 녹색성장 정책 출범과 함께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그린 전

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2016년까지 국비 1,105억 원,

시비 129억 원, 민자 267억 원으로 총 1,501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핵심 부

품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나. 조선해양산업
2013년 세계 선박발주량은 4,866만CGT이며, 국내조선사는 2013년 1,607만

6,986CGT를 수주하였고, 수주액은 411억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우리 시는 세계 최대 조선회사이자 한국을 세계 1위의 조선대국으로 견인하는 현대

중공업, 중형선박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과 200

여 조선기자재 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조선해양 강국의 입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2년말 기준 통계청의「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액은 21

조 6,249억 원으로 전국 2위(전국대비 32.6%)이며, 부가가치액은 5조 6,009억 원으

로 전국 2위(전국대비 30.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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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조선산업의 여건 〉                                                        (단위：개, 명, 백만원, %)
지역별 생산액 전국

비중 부가가치 전국
비중

사업
체수

전국
비중 종사자수 전국

비중
울 산 21,624,900 32.6 5,600,900 30.6 236 18.5 36,473 26.2

부 산 1,054,074 2.2 347,976 1.9 122 9.6 5,085 3.6

경 남 26,034,174 53.9 9,992,363 54.6 603 47.3 71,287 51.2

전 국 48,311,287 100 18,313,569 100 1,275 100 139,363 100

주) 10인 이상 업체 기준, 2012년 기준 통계청 DB 자료(분류코드 : 선박 및 보트건조업) 

2013년 국내 조선업계는 2008년 이래 지속돼 온 수주 가뭄에서 벗어나 연초 수립

한 수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에 따른 조선해양산업 침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빠른 추격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

에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고효율, 고부가가치의 선박

제작과 블루오션인 해양플랜트 시장을 공략하였다.

우리 시에서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본 과제가 완료될 시점인 2014년 4월까지 참여기업들의 수출 성과가 약 1억 달러

를 달성 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시장진출 확대, 핵심원천 기

자재 개발 및 지원기반을 확충, 202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자재 국산화율 목

표인 35%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우리 시는 조선해양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 국산화와 신시장 선점,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제품 차별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저탄소 녹

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한다.

3. 화학산업 고도화 및 신소재산업 육성
2012년도 울산 지역내 연간 화학산업 생산량은 135조 원이며, 2013년 기준 수출

액은 421억 달러로 각각 전국 1위다. 지난 50여 년간 울산은 대한민국 첨단화학

산업의 요람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이제 아시아

최고의 화학 도시로서, 바이오화학, 이차전지, 태양광 등 신성장 동력산업과 어우

러진 화학산업 신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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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울산 화학산업 현황
국가 9대 주력산업의 하나인 화학산업은 1960년대 이후 산업강국, 수출대국 건

설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래, 21세기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나노, 생명공학, 전

자정보, 에너지 기술 등과 접목하여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화학산업의 메카 울산이 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비롯, 2,100만㎡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

적에 420여 개의 대중소 화학 기업들 중 국내 1위의 화학․에너지기업인 SK이노

베이션, 국내 3위의 S-OIL을 비롯, SK케미칼, 삼성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금호석

유화학 등 석유화학 대기업과 송원산업, 삼성정밀화학 등 정밀화학 기업은 물론

바스프, 듀폰, 다우, 솔베이 등 세계적인 화학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연간 매출액 1조 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20여개가 넘는 국내 최대의 화학 클러스

터가 울산항과 인접하여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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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클러스터, 남구 울주군의 화학/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략산업으로서 정밀화학산업을 육성하고 있으

며, 울산 화학의 날 제정을 통해 화학산업의 중요성도 널리 알리고 있다.

1968년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공식을 기념하여 3월 22일을 “울산 화학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화학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육

성 의지는 화학의 날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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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학의 날은 국가 화학산업의 날 제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정부는

2009년부터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준공한 1972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 10월 31일

을 국가 화학산업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봄에는 울산, 가을에는 서

울에서 연 2회 화학과 화학산업을 알리는 행사가 개최되어, 화학 관계자들의 사기

앙양에 기여하게 되었다.

나. 화학산업 육성 전략
   1) 화학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생산만 있고 R&D가 없는 산업도시는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를 이겨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울산시는 정밀화학기업을 종합지원하는 정밀화학소재기술연

구소, 시험평가와 국제인증업무를 지원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영남본부, 유

망기업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기술혁신동을 2009년 준공하였다.

주) 화학혁신단지 1단계사업 2009년 완료

북측에서부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정밀

화학소재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 본부동, 기술혁신동

주) 화학혁신단지 2단계 사업 준공

좌측은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 우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친환경청정기술센터

그러나 지역 화학산업 대비 연구개발을 지원할 R&D 기능이 거의 전무한 실정

으로서 2002년 이후 R&D기관 유치에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2012년 3월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정밀화학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해 나갈

국내 유일의 화학산업 종합 연구단지 모습이 갖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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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략산업인 정밀화학산업 육성
울산시는 2002년부터 정밀화학산업을 지역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정밀화학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 중구 다운동 화학혁신단지내에 위치한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CAMTI)는 2007

년 3월 22일 개원한 이래 분석평가 및 시험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축(22종 82대) 등

효과적인 기업지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특화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밀화학 전문기업 육성, 시험분석 지원(13,700여건/년), 시험생

산 지원(50개사 3,500여건/년), 연구공간 및 사무실 임대(22실)는 물론 산업통상자

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체에 소재실용화 기술지원 및

화학기업의 녹색경영서비스 제공 등 정밀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와 동시 개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영남본부는 동

남권과 대경권내 최대최고의 국제공인시험소를 운영하며, 화학·자동차·조선 등 울

산의 주력산업은 물론, 금속·플랜트·원전·풍력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각종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고, 2013년 기준, 6,000여 업체, 5만 8,000건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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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 환경규제와 물질규제에 대응하는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근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돕

는 등 총체적 기업지원과 근접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R&D분야를 전담하게 되는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는

R&D를 기업체 제품개발과 생산에 연결하는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울산시와 한국화학연구원은 공동 연구사업비 84억 원으로 8년간 지역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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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제6회 울산 화학의 날에 개소한 신화학실용화센터는 2009년 6월 건축설계에

착수, 2011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연면적 10,127㎡ 규모로서 한국화학연구원의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지역 화학기업체에 이전하는 R&D 허브 역할을 수행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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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추진
석유화학단지의 생산효율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고부가 화학소재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등 석

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RUPI

: Roadmap project for Ulsan Petrochemical Industry)이 2010년말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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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산단 효율진단, 안전성 향상, 클러스터 구축, 법제도 개선 등 8대 분야 100대

액션플랜이 석유화학단지, 여천단지, 용연용잠단지, 온산단지 75개사를 중심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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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10년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석유화학 고도화 사업은 더욱 더 탄력을 받

게 되었으며, 우리시는 2011년부터 “울산석유화학산업 발전로드맵”을 본격 추진하

기 위하여 석유화학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력 인프라 확충 및 전력 스마

트 그리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4) 신성장동력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우리시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화학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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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만드는 바이오화학산업은 울산의 신 주력산업군으로 주

목받고 있다.

주)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바이오화학산업 비교

바이오화학은 기존의 석유화학을 대체하여 대부분의 제품을 구현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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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국내 최고수준의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하여 고유가, 석유자원고갈, 지구

온난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꿈의 기술을 구현하고자 2014년까지 367

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1만㎡의 국내 최초의 바이오화학 전문 연구기관인 바

이오화학실용화센터를 건립한다.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가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와 제품화에 주력

하고, 바이오화학 실증화 단지, 산업단지를 통해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자동차, 전자, 의류 등 산업전반에 감성소재, 경량화소재를 공급하여, 정부의 저탄

소 정책에 솔선하고 울산의 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갈 계획이다.

   5) 첨단 ․ 고부가 산업 전환 촉진 
울산 화학산업은 기존의 기초원료 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 고부가 소

재산업, 첨단 화학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이미 울산에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

업인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화학 등을 집중 육

성하고 있다.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의 산업은 화학산업군(LG화학, SK이노베이션,

KCC, 한화케미칼, OCI 등)이 주도하고, 기타 산업군(삼성SDI, 현대중공업 등)에서

진입하는 형태이다.

그 외 CO2를 활용한 그린폴 소재개발, 저차원 탄소소재인 그래핀을 활용한 나노

소재 개발에 이르기까지 지역 화학기업들이 끊임없는 변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

록 우리시는 지속적인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6) 정밀화학 전문산업단지 조성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에 2011년부터 총 25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3

만 4,994㎡ 규모의 ‘정밀화학 소재부품 단지’를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다.

본 산업단지에는 의약소재, 고분자촉매, 정보전자, 자동차소재, 친환경 도료 등

정밀화학 업종이 유치되었으며, 다운동 연구단지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등 기업지

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위즈켐, 피씨아이, 대미, 동원엔텍을 비롯 제일화성, 대송

정밀화학, 씨에스케미칼, 워켐 등 15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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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울산은 세계적인 화학산업 도시로서 석유화학 컴비나트 등 우수한 산업시

설에도 불구, 고부가 정밀화학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화학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

지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큰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학남 정밀화학 소재부품 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5,900㎡, 연면적

5,000㎡ 규모의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착수해 오는 2015년까지 회의실, 교

육장 등 산업단지 업무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설을 건

립하여 노후산단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남 정밀화학 소재부품 단지’에 첨단 고부가 강소형 화학기업을 유치하

고,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기지’로 조성하여, 정밀화학 산업단지의 표준모델을 제

시함으로써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밀화학 기업의 산업용지난 해소와

제2, 제3의 첨단 정밀화학 전문단지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7)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화학 ․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국내 최대의 화학산업단지와 다운동 화학산업 종합 연구지원단지, 화학분야 세계

일류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울산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적자원, 카이스트,

포스텍과 함께 국내 3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UNIST, 매년 확대되고 있는 기업부

설연구소를 잇는 거대한 화학산업벨트가 구축되어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인 정밀화학 육성, 신성장동력 바이오화학산업을 전후방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혁신도시에 입주할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에너지기관과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유치, 테크노산단 내 에너지 콤플렉스는

이차전지, 바이오화학, 태양광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

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선진 첨단화학 도시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고 글

로벌시대 세계적인 첨단화학 클러스터와의 기능적 연계와 활발한 기술 및 인적 교

류를 통해 울산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자 한다.

   8) 뿌리산업 육성
정부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기반인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부

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뿌리기술 첨단화를 통한 연관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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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2011년 7월에 제정하고 종합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전국 최대의 비철금속,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원전의 5대 산업 기반인 뿌리기술을 지원할 “뿌리산업 ACE기술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총사업비 240억 원 중 2013년 국비 10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거점 기반 구축을 시작하였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뿌리기업 자립화를 돕는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뿌리제품 시제품 제작지원(부품 및 금형 설계, 해석기술, 시제품

성형기술), 뿌리 생산 기술지원(생산 공정 청정화기술, 공정관리기술, 양산성 기술),

자동화 기술 지원(첨단 자동화 접목기술) 등이다.

다. 2014년 업무계획
우리시 화학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은 크게 전략산업인 정밀화학산업 육성, 주력산

업인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신성장동력 바이오화학산업 기반조성 등 3대 분야이다.

먼저 울산시는 울산대, UNIST, 울산과학대학, 울산테크노파크 등과 공동으로 현

재 조성중인 테크노산단 내에 연구개발, 교육, 생산기능 융합으로 R&D 성과가

최단시간 내 생산기반에 접목되고, 강소형 기업 창출을 주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

성사업’을 2012년 12월 유치하여 정밀화학, 소재, 에너지산업 육성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산학융합지구는 1,014억 원(국비 230억, 시비 250억, 울산대 등 534억)이 투

입돼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단 내 면적 11만5,710㎡ 규모로 2014년 5월 착공, 2015

년 2월 준공될 예정이며 학생수 1천명 및 교수 100여 명 등을 수용하는 산학일체

형 현장 중심 캠퍼스가 들어선다.

참여기업 및 학생수, 사업규모 및 예상 성과 등의 측면에서 지난해 선정된 경기

반월․시화, 경북 구미, 전북 군산과 올해 선정된 충북 오송, 전남 목포 등 6개 지

구 중 최대 규모의 산학융합지구이다.

석유화학분야는 2010년 말 수립된 울산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RUPI)에 따

라 전력 인프라, 스마트스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100대 액션플랜 추진 예산 확보

를 위해 한국석유화학협회, 여수,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과 공동 노력을 해갈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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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삼성석유화학(주)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당 110톤의 잉여 스팀을 산업에너지 센터 역할을 할 ㈜한주의 저렴한 스팀과 혼합

하여 안정적인 스팀수급 시스템을 통해 6.6km 떨어진 여천단지의 삼성정밀화학

(주)에 공급하는 “광역 스마트 스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준공하였다.

울산석유화학단지내 공정상 발생하는 잉여스팀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벙커(BC)유 사용량을 연간 7,300만ℓ 줄임으로써 25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을 기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화학분야는 전북 새만금 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

세로서 2013년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착공, 건축공사 추진과 함께 선진사례 벤치마

킹 등을 통해 세계 5위의 석유화학산업과 연계 육성방안을 모색해갈 계획이다.

R&D 확충분야는 울산 화학산업 R&D를 총괄 기획하게 될 한국화학연구원 신화

학실용화센터가 2011년말 준공되어 그간 수도권, 충청권 중심의 R&D 지원에서 나

아가 생산 중심형 울산지역 화학 산업계의 혁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그 외 UNIST 저차원탄소혁신소재 연구센터 준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선

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 착공 등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지원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기반 강소형 화학기업들을 지속

육성하여 울산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4. 에너지산업 육성 정책
가.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
동북아시아 지역의 1일 석유 소비량은 1,650만 배럴로 세계 석유소비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소비 및 석유제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ESPO 등 새로운 석유 공급원 등장으로 인한 동북아 석유물류 환경변화와 싱가포르가

동북아 지역의 석유 물동량 급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동남아 지역 오일허브

로서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중국 남부 샤먼을 경계로 아시아 석유시장의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3대 오일허

브가 형성되어 있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세계적인 오일허브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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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대 오일허브 〉
구 분 상업 저장시설(백만 B) 정제능력(백만 B/D) 저장능력/정제능력 대    상소비지역 특  징

미 걸프연안 109.9 8.65 12.7배 미국 전역 내수형

유럽 ARA 100.3 2.09 48.0배 서유럽
배후지역
수출형

싱가포르 60.0 1.4 42.9배 동남아 중계수출형

※ 자료 : 울산 동북아오일허브의 거래중심 인프라 확충방안(‘12. 11, 한국은행 울산본부)

울산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액의 38%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연간 약 1억 6천만톤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4대 액체물류항인 울산항을 보

유하고 있어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하고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

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조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1조 8,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4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을 구축하는 대

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동북아 오일허브를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 금융․지식서비스산업 등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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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허브 개념도>

나. 원전산업 육성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 90기 수출, 신규 원전수주 4,000억 달러 이상 유지로

원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에 이어 원전산업을 차세대 유망

수출분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에서 UAE에 수출되는 한국형 신형원자로(APR1400)가 국내 최초로 건설

중에 있으며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립 및 UNIST내 차세대 원자로시스템연구

소 설치 등으로 우리시가 원전산업의 연구 및 수출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

한 기존의 원전설비, 화학플랜트 및 조선기자재 업체와 연계된 고도의 검증받은

원전기자재 생산기술과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우수한 산업적 생산 기반도 보유하

고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울산지역을 원전산업과 연구기능이 융합된 원전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기본 계획인「원전산업 육성발전 마스터

플랜」을 2011년 1월 수립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또는 중앙부서에 지원을 건의하

는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 과업은 2010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총 9조 4천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원

자력관련 주요 기관․시설 유치, 원전설비 및 기자재산업 육성, 원전타운 조성, 원

자력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동남권 광역 원자력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계획

대로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11조 6,93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5조 865억 원의 부

가가치 유발효과, 8만 2,476명의 취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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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산업육성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
추진 전략 10대 주요사업 사업기간

원자력관련 주요기관·시설 유치

 ① 원전기자재기술개발원 설립 ‘11~’16

 ② SMART 실증사업 유치 ‘11~’17

 ③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17~’28

원전 설비·기자재산업 육성

 ④ 원전기자재산업 기술역량강화 지원 ‘12~’20

 ⑤ 원전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12~’20

 ⑥ 원전산업 멀티컴플렉스센터 설립 ‘15’~17

원자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⑦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립 ‘10~’12

 ⑧ 원자력관련 교육과정 신설 지원 ‘11~’20

원전타운 조성  ⑨ 원전타운 조성 ‘12~’20

동남권 광역원자력벨트  ⑩ 동남권 광역원자력벨트 공동구축 ‘11~’30

이에 우리 시는 이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원전기자재 및 설비 생산, 연

구개발, 실증화 지원 및 원전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최고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전지산업 육성
차세대 국가 신성장 동력의 주력업종으로 각광받는 2차 전지산업은 자동차, 휴

대용 단말기,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응용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시장 확대가 이루

어지고 있고, 매년 15%대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성장세라면 2차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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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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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리시에서도 전지산업을 제4주력 산업으로 육성코자 성숙기에 접어든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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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으로 하는 중소업체들이 정밀화학기술을 특화시켜 2차 전지 소재개발 등에 박

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삼성SDI와 독일 BOSCH사가 합작하여 준공한 SB리모티브(주)에서는 자동

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양산하여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인 Chrysler, Delphi

사, 독일 BMW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USABC로부터는 420만 달러의

기술료를 지원받아 차세대 고성능 전기자동차 밧데리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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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삼성정밀화학(주), SK케미칼(주), 삼성SDI(주), 한화케미칼(주), 코스모화

학(주), 솔베이케미칼(주), (주)엔바로테크, (주)후성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지산업으로 업종을 다각화 및 융합화하고 있고, UNIST

에서는 2차전지 연구성과물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등 지역기업이 신 수종 산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1년 6월 지역기업의 업종 다각화 및 융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지산업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UNIST, 울산대

등 전지 관련 전국 최고 두뇌집단인『울산 차세대전지 원천기술센터(연구거점기

관)』를 설치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울산테크노파크에『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

화센터』를 개소하여 창업, 기술 이전, 인력양성, 제품인증 등 생산에서부터 연구

개발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강화하여 전지관련 전 후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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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방 산 업 전  방  산  업
◉ 양극소재 ➡➡➡➡➡➡➡➡➡➡➡

이
차
전
지

➡➡➡➡➡➡➡➡➡➡➡ 휴대폰, 노트북PC, 스마트폰 등 Mobile IT
◉ 음극소재 ➡➡➡➡➡➡➡➡➡➡➡ ➡➡➡➡➡➡➡➡➡➡➡ 디지털카메라, MP3P, 캠코더 등 전기전자제품
◉ 분리막 ➡➡➡➡➡➡➡➡➡➡➡ ➡➡➡➡➡➡➡➡➡➡➡ 전기자동차(HEV, PHEV, EV)
◉ 전해액 ➡➡➡➡➡➡➡➡➡➡➡ ➡➡➡➡➡➡➡➡➡➡➡ 전기자전거, 지게차, 카터 등 수송기계
◉ Pouch ➡➡➡➡➡➡➡➡➡➡➡ ➡➡➡➡➡➡➡➡➡➡➡ 태양광에너지저장, 풍력발전에너지저장
◉ Can ➡➡➡➡➡➡➡➡➡➡➡ ➡➡➡➡➡➡➡➡➡➡➡ 지능형로봇(Care Robot, Entertainment, 교육 등)
◉ 보호회로 ➡➡➡➡➡➡➡➡➡➡➡ ➡➡➡➡➡➡➡➡➡➡➡ Flexible Devices
◉ 집전체 ➡➡➡➡➡➡➡➡➡➡➡ ➡➡➡➡➡➡➡➡➡➡➡ 의료기기(내시경캡슐, 혈압계, 인공심장 등)
◉ 첨가제 ➡➡➡➡➡➡➡➡➡➡➡ ➡➡➡➡➡➡➡➡➡➡➡ 방산용(무인정찰로봇, 잠수함, 어뢰 등)
◉ 자동화설비 ➡➡➡➡➡➡➡➡➡➡➡ ➡➡➡➡➡➡➡➡➡➡➡ 팩전지, 모듈

〈2차 전지산업 흐름도〉
또한 테크노산단 내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를 조성하여 2차전지, 태양전지,

전지소재산업 등 특화된 에너지 산업군들을 집적화시키고, 울산이전예정인 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과 연계하여 울산을 전지산업의 메카

로 육성할 계획이다.

라. 2014년 업무계획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전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

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북항지역 하부기반시설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상부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자 모집과 상부시설 설계

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평가기관 및 트레이더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

성을 위해 가격정보 포탈 프로토타입 연구개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산업은 원전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원전기자재 기술개발원 설립 등 우리시

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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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대학,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해 원자력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 및 예비인력양성과정의 신설․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산업의 경우 2010년 11월 자동차용 이차전지업체인 SB리모티브가 우리지역

에 건립되고 삼성정밀화학, SK케미칼, 한화케미칼 등의 대기업과 코스모화학, 솔베

이케미칼 등의 중견기업이 전지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2014년에는 친환

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조성사업 및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실시 설계사업 추

진 등을 실시하여 수소생산, 연구, 품질인증 및 사업화가 가능한 전주기적 수소산

업 실증화 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거점화로 울산 제2의

산업 부흥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5. 미래첨단산업
가. 환경산업 육성
환경산업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악화로 인

한 피해의 정도를 평가, 악화된 환경을 개선․복원하거나 환경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지칭할 수 있다.

환경산업은 다학제적, 융합적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대표적인 지식기

반신산업으로 향후 울산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신산업으로 지역의 자동

차, 조선, 화학 등 기반산업을 보다 육성하기 위한 고도화 전략산업으로 울산의 미

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우리시는 그동안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요체로서 70년대부터 80년

대까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심적 산업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산업에 있어 노동력 및 자본의 투입에 의한 생산력의 한계에 도달하

였고, 세계 각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통산업

을 대체할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 전통산업이 직면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집적화된 중화학공업의 환경수요를 바탕으로 한 환경산업을 우선 육

성 가능한 산업으로 보고울산 미래산업(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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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2003년 8월 ~ 2004년 2월)하였고, 제1차『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4년～2008

년)』에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과 함께 환경산업을 4대 전략산업에

포함시켰으며 환경산업 연구시설 및 장비확충, 전문적 지식의 공유, 관리시스템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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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친환경청정기술센터 운영
환경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선도할 핵심거점기관으로서 연구개발 중심의 환경특화센터

가 필요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5(유곡동 889-1번지) 일원에 부지 16,724㎡,

연면적 8,000㎡(연구동 4,478㎡, 시험생산동 3,522㎡)의 규모로 2008년부터 2012년까

지 5년간 총사업비 약 243억 원(국비 91, 지방비 152)으로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

립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축공사는 2011년 12월에 준공하였다.

친환경청정기술센터에서는 지역 기업체 친환경 기술력 제고 및 환경산업 육성지

원을 위한 최적화된 장비구축과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첨단 친환경 및 청정생산기술의 적용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환경산

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친환경 및 청정생산기술 혁신과 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위

한 토탈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가 2007년 4월에 설치되어 현재 32명의

전문인력과 기본․특수장비 8종 55대를 구축하여 각종 검사, R&D 및 중소기업 근

접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 건물이 지난 2011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하게 됨에 따라 시험생산동 가동,

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 수행 지원, 청정화 기술개발 장비 및 시범생산 설비 지원,

시범생산을 통한 양산기술 확보 및 신공정 기술지원, 선진국 신공정기술 정보 도

입 및 분석을 통한 관련기술간 정보교류 확산, 친환경 생산공정 확립을 위한 시제

품과 신기술개발 동향조사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등 선진 청정화기술을 지역

산업체 맞춤형 신기술로 가공 이전 공급 하는 등 기업지원과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화 할 계획이다.



제3장 경제통상

300 • 2014 시정백서

   2) 환경산업 육성․지원
초기 환경산업의 기술은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처리 개념의 기술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이제는 오염물질의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오염예방 분야인 청정기술 개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특히, 제조공정과 제품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하는

자원 순환형의 기술발전이 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협약 및 규제들은 국가 간

의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실정이고 다자간 환경규제 협상이 OECD, WTO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합의도출이 쉽지

는 않을 전망이나 발효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환경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핵심 신기술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 기업체의 기술수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감 및

무오염 배출 등을 위한 청정공정기술, 자원순환기술 등 국제환경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공정기술 및 자원순환기술 등 규제환경규범 대응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환경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기후변

화 대응 및 녹색산업 기술 등 환경 기술력 증진 및 환경의식 고취로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환경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국제환경규제 및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지역기업의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체계 구축 유도를 위한 지역에코혁신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전세계 37여 개국 500여명의 환경관

련전문가, 정책결정자, 교수 등이 참여하는 ‘13년 국제산업생태학회(ISIE)콘퍼런

스’를 개최하여 산업생태 분야의 성공적인 사례 지역으로 우리 울산을 국제적

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양했다.

지역의 주력사업에 친환경청정기술의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기술집약적 환경수요에 부응하고 국내외 환경시장을 선도하는 친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환경 에너지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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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T산업 육성
IT는 산업의 녹색화에 부응하여 다시 주목받는 산업분야가 되었고 산업+IT 융합

의 추세에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융합의 메시지를 실현하는 지름길은 IT·SW이다. 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고 꽃

을 피워가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IT 특화과제

발굴이라는 명제로 부각되었다. IT 특화과제 발굴과 성공은 지역산업과 국가경제

의 성장동력을 이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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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한 IT특화사업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산학연관 협력으로 포럼․세미나․콘

퍼런스․워크숍을 개최하여 왔다. 이는 지역 IT관계자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IT

Think Tank 역할을 하면서 지역SW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013년에는 IT 콘퍼런스 개최, IT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마케팅지원과 맞

춤형 IT인력/기술지원 사업, 기업 정보화지원, 선박 레이더 시스템 개발사업을

(재)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시행하였다.

   1) IT 콘퍼런스 개최
2013년 10월 10일 롯데호텔에서 IT산업체 관계자 681명이 참석하여 최신 IT 기

술 동향에 대하여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주요행사 내용으로 조선, 자동차, 에너

지 산업에서 IT융합사례와 발전전략을 소개하였다.

진행사항으로 기조연설, 주제발표와 기획전시로 선진화된 IT산업 기술을 보여

주었다. 개최가 끝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IT 콘퍼런스는 우수기술의 벤치마킹,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IT기술 저

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 울산 IT포럼 운영
울산 IT 포럼을 (사)울산정보산업협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사)울산정

보산업협회는 2007년 3월 9일 창립되어 4개 분과 22명의 임원과 120여명의 회원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IT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중심의 활성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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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추진사업으로 IT기업 관계자 교류 증진활동, 전략산업 소그룹 연구

활동 및 IT융합 과제 발굴,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울산지역 IT기업 실태조사를

하였다. IT분야 인적네트워크와 사업활동의 다양성을 위하여 (사)울산정보산업협회

는 민간중심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운영해 오고 있다.

   3) 지역SW산업 성장지원 사업
지역SW산업 성장지원 사업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및 마케팅 지

원을 통해 지역 IT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

업이다.

2013년 추진사항으로 홈페이지 제작, ERP 시스템 구축, 그룹웨어 구축 등 정보

화지원 36건, 마케팅 지원으로 IT무역사절단 파견 3회 6개국, 국내 및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3회 등이다.

   4) 선박 레이더시스템 개발사업
이 사업은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역권간 연계․협력 촉진 및 선도산업 육

성을 위하여 공모한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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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항해를 위한 레이더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였고, 향후 상용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 벤처기업 육성 지원
우리 시의 벤처기업 수는 그간 계속 증가추세였으나, 2013년은 427개사로 전년

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 연도별 벤처기업 현황 〉                                                                               (단위：개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벤처기업 수 229 303 390 427 449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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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벤처빌딩 운영
벤처기업 집적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남구 옥현로 129에

대지 995.8㎡, 연면적 8,295.44㎡ 규모(지하3층, 지상9층)의 울산벤처빌딩을 2006년

6월 20일 준공하였다.

울산벤처빌딩은 지역 벤처 중소기업의 입지공간 제공은 물론 원-루프(One-roof)

종합지원체제를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체 임대공간

47실과는 별도로 회의실, PT실, 교육실, 휴게실, 공용장비실 등을 구축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관내 벤처 중소기업으로 성장 유망한 기업을 우선하여 입주심사결정

을 하고 있다. 현재 31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지원사업은 입주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업, 기술장터 참가, 공용장비 시설 및 인터넷망 구축지원, 주차지원, 우수기업 포

상 등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우리시는 무거ㆍ다운동 일원 약 1.14㎢을 2000년 11월『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입주기관으로는 벤처빌딩, 울산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가 있으며, 현재 154개 기

업이 입주, 그 중 62개의 벤처기업이 분포되어 있다.

2013년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지원, 벤처인증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매출증대 및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3)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사업
성장 유망한 기술우수 벤처기업을 발굴, 비즈니스자금․자금융자․투자유치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스타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기업에 성공모델

로 제시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기술력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총 33개사(2004년 4개사, 2005년 4개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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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개사, 2013년 3개사)를 선정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26개사가 신청

하여 8개사(신규 3, 기존 5)를 선정하고 비즈니스 자금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제3장 경제통상

304 • 2014 시정백서

2013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99억 원의 자금융자가 이뤄져 특허등록 및 출원

40건, 인증획득 15건 등의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글로벌 경

제위기 속에서도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평균 21% 이상 증가하는 등의 실적을 거

뒀다.

   4) 기타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역 벤처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을 제품․상품화하기 위하여 ‘우수 신기술 시제품

제작비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8개 업체가 시제품제작(금형, 모형)을 완료했고, 벤처

기업의 핵심 및 애로기술에 대한 선진 과학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중복연구 방지, 선

진기술 모니터링 등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으로의 성장 발전을 위해 70개

업체에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벤처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8

개사에 전략수출 희망국가에 대해 맞춤형 해외 전문마케팅 서비스로 수출 성공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했다.

   5)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은 그동안 개최해 온 ‘울산 산업박람회’가 전문 전시장 부재

등으로 판로개척과 기업홍보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낮아,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신

제품 국내 홍보를 위한 온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실질적인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다.

맞춤형 지원형태로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중소기업 29개사를 대상으로 홍보물, 광고물, e-shop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여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라. 2014년 업무계획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 도시로의 확고부동한 추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

경 생태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미래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친환경 산업의 육성 발전과 IT/SW 산업의 동반 성장에 힘쓸 것이다.

먼저, 환경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청정공정기술 등 환경산업기술개발 지

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국제환경규제 및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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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지역기업의 청정생산을 위한 지역에코혁신사업을 추진하며, 친환경

청정기술센터에서도 환경기초기술지원과 지속적으로 정부의 R&D 및 전문인력

의 기업근접지원을 통한 고품격 기업기술지원 수행과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

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IT/SW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 및 정보화지원, 마케팅 및 네트워크구축

지원, 자동차 산업 공급망 실시간 품질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선IT융합혁신센터 운

영을 지원하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 벤처중소기업 국

내 마케팅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벤처빌딩 운영, R&D 맞춤형 기술정

보 제공, 시제품 제작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인 경영혁신 워크숍 개최

등으로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 과학기술
가.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울산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 및 미래지식기반 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과학

기술연구 거점 구축을 목표로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울산지방과학연구단지가 선정되어 2009

년 10월 19일 기존 자동차조선기술관을 리모델링, 융합과학기술센터로 개원하였다.

사업비는 5차년도(2009년~2013년)에 걸쳐 총430억 원(국비150 시비280)이며, 1

차 년도에 융합과학기술센터 개관 및 공동연구개발 지원 12개 R&D과제를 완료

하였다.

2차 년도는 주차면 55면 확장, R&D 성과전시장 2곳과 인력양성 강의장 구축 및

중장기 과제로 27개 R&D을 진행하고 있고, 3차 년도는 녹색자동차 체험관 구축,

장비구축동 기본설계 완료와 기초 원천기술 R&D 과제 23건을 추진하였으며, 4차

년도는 13억 원을 투입 장비구축 및 연구동을 건립 준공하여 범퍼시험 및 보행자

시험장비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R&D 과제 12건을 진행하고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그린에너지(신소재), 원전(IT), 나노융합소재 등 연구회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나노융합소재, 그린에너지 및 원전IT분야의 R&D 대응을 위한

융 복합 첨단과학기술센터 건립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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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년도(2013년)는 주력산업의 나노기술 융합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및 창업

공간 확보와 2단계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나노융합소재, 그린에너지 및

원전 IT 분야의 R&D대응을 위한 융 복합 첨단과학기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

하였고, 현재 건립중에 있다.

2015년 센터가 건립되면 기존의 과학기술진흥센터(매곡동)와 함께 울산의 과학기

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울산 주력산업 및 미래 신규산업의 기초 과학기술

기반 확대로 기초․원천 R&D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 과학연구단지 육성 사업비 〉 (단위：백만원)
총 사 업 비 연도별 사업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43,000 12,700 3,100 3,100 12,500 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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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출연금 28,000 11,700 1,700 1,700 6,500 6,400

나.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지원
기술개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대학의 기술개발 자

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청과 우리시가 협력하여 현장애로기술, 신기술 개발 및 품

질개선 등 단기과제 중심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19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137억 원을 투입․연구를 통해

특허 113건, 공정개선 303건, 시제품 485건, 기초연구 등 240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502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산학 공동기술개발 대학별 연구비 지원은 울산대학교에 10억 5,897만원

(11개 중소기업 참여로 11개 과제 수행), 울산과학대학교에 3억 3,133만원(3개 중소

기업 참가로 3개 과제 수행), 한국 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는 1억 8,500만원(2

개 중소기업 참가)으로 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총12억 원 사업비로 계속지원 연구소 7개소를 지원하였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대학교 외 3개 대학이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25개 이상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향상을

위한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6개의 연구

소설립을 지원하여 지역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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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주관기관은 울산지식재산센터(울산상공회의소 내)로 2009년 특허종합컨설팅사업

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는 브랜드 가치제고사업, 2012년에는 디자인 가치제고사

업을 신규로 시행하였다.

사업비는 특허청과 1:1 매칭으로 2010년 총 4억 원, 2011년 8억 원, 2012년 12억 6천

만원, 2013년 15억 8천만원 등 매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특허․브랜드․디자인관련 컨

설팅 상담, 특허 등 출원비 지원, 우수기술 초기홍보물과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 다양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년에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 국내․외 출원비 지원 325건과 브랜드 및 디자

인 개발 지원 14건,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및 초기홍보물 제작지원 37건 등 640여

건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하는 한편, 1,600여 회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중점 육성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 9천만

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지원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아래 표는 최근 4년간 지역별 지식재산권 출원현황으로 타 시에 비해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지역별 지식재산권 출원현황 〉

구 분 특허∙실용신안∙브랜드∙디자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 울 122,494 118,459 120,548 128,734

부 산 11,274 10,639 11,531 11,705

대 구 10,626 10,212 9,787 10,325

인 천 13,679 13,085 14,079 13,895

광 주 4,375 4,524 4,694 5,695

대 전 14,183 14,205 14,339 15,806

울 산 2,590 2,929 4,312 5,797

주) 특허청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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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학문화행사 추진
저명한 과학기술 명사 초청특강인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은 지난 2010년 대한민국 최

초 우주인 이소연박사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29차례강연이 개최되었다.

2014년에는 저명한 과학기술 명사 초청특강인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이 연 6회

강연되며, 과학기술제전은 10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울산과학관에서 개최된다.

또한 제6회 신나는 과학체험마당을 6월에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과학을 딱딱한 학문으로 배우기보다 실험과 체험교육을 통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과학문화행사〉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일시 장 소 대상(참가인원)
제5회 신나는
과학체험 마당

실험·체험행사,
사이언스콘서트 등

4월 27일
~ 4월 28일

울산대공원
남문

학생 및 일반인
(22,000여명)

제8회 과학기술제전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및 기업신제품 전시

10월24일
~ 10월26일

울산과학관 학생 및 일반인
(65,000여명)

제4회 KVN
울산천문대
공개행사

별자리관측,
천문박사 강연

10월11일 울산 KVN
전파전문대

학생 및 일반인
(320여명)

제11회 UCI로봇
경진대회

로봇경진대회 6월2일 울산공고
학생

(192명)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

과학기술 명사
초청특강

3월~11월
중(10회)

시청대강당 학생
(9,893명)

마. 2014년 업무계획
중소기업의 기초․원천기술 R&D사업을 지원하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은

나노융합기술 및 IT융합 연구소와 벤처기업 집적화를 위한 융․복합첨단과학기술

센터를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공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 공동기술개발 및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

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울산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 및 미래지식기반

산업 창출의 밑바탕을 다져나가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품질혁신활동의 우수개선사례를 발굴․보급하는 울산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시청 대강당에서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특허․브랜드․디자인) 창출 지원과 기

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기술중심의 기업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다양

한 과학문화 행사를 통한 친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 및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지역 과학꿈나무들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