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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국제협력
1. 국제교류

가. 국제교류 개관 
2013년은 울산시가 지방외교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해외도시, 자매 우

호협력도시와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심도 있는 교류를 추진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외자매도시 미국 포틀랜드 거주 6.25전쟁 참전용사 11명을 울산에 초청해 전

쟁의 참상을 극복한 한국과 울산의 발전상을 홍보함은 물론 자매도시로서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였고, 우호협력 도시였던 중국 우시시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자

매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교 활동에 있어 내실을 기하였다.

베트남 칸호아성과는 지난해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행사 시 칸호아성

장의 울산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2013 칸호아 바다축제” 축하 사절을 파견하여

전통적 우의를 다졌고,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의 필요성

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류 불모지인 동유럽 지역에 교류 거점도시 확보를

위해 체코 실레지아-모라비아주와 교류를 시작하여 실리적 외교 확대에 노력하였다.

공적개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의 국가로서 우리시 또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분담하고자 베트남 칸호아성 의료봉사단체

파견, 러시아 톰스크 및 브라질 산토스시 공무원 울산 연수 초청 등 의료, 교육 및

행정 등의 분야에서 나눔과 참여의 원조사업을 추진하여 우호적인 국제교류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울산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2011년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국제도시화중장기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중인 국제도시화 7대과제 20개 시책을 지속 추진하

여 국제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의 외교역량 집중, 국제 네트워크 형성 등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전력을 다 하였다.

그 외에도 민간주도형 시민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2월 일본 구마모토성마

라톤대회에 대표단 파견, 5월 일본 하기시 도자기축제 시민교류단 파견, 8월 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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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에 스포츠 교류단과 9월 창춘 국제마라톤대회 대표단 파견 등 일본, 중국의

자매·우호협력 도시와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여 시민주도형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울산~중국 우시시 자매도시협정 조인〉

〈베트남 칸호아성 의료봉사단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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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교류 분야별 추진
   1) 외교 무대 확장 및 내실화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류 불모지였던 동유럽 지역 체코 실레지아-모라비아주를

지난해 10월 방문하여 동유럽 교류 거점도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행정, 경

제,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의 증진을 다짐한 우호협력도

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실리적 외교활동을 확대하여 동유럽지역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하는 등 글로벌 역량과 국제

적 도시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또한 2013년 6월 베트남 칸호아성 바다축제에 축하사절을 파견하여 전통적 우의

를 다졌고, 지난해 9월 미국 포틀랜드 6.25 참전용사 울산 방문을 통해 자매도시

포틀랜드시와의 협력을 돈독히 하여 상호간의 교류를 진일보 시키는 등 기존 자매

우호협력 도시와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지방외교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2) 해외 네트워크 강화 
국제도시 간 정보를 습득․공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 가입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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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의 각종 회의 및 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울산의 국제화 위

상을 높였으며, 11개국 12개 도시에서 해외현지 정보 수집을 위한 울산 홍보대사

로 13명의 해외명예자문관을 위촉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 우리시 가입 국제기구 현황 >
기   구   명 설립년도 가입년도 참여국가 주요 활동 및 기능

동아시아경제교류

추진기구(OEAED)
1991 1997 한․중․일

10개 도시 총회, 집행위원회, 도시협력포럼

자치단체국제환경

협의회(ICLEI)
1990 2003 1,107개

지자체
지방차원의 실천을 통한
환경문제 협력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2002 2003 12개국 64개

도시
각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관광 진흥도모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UCLG)
2004 2008 110개국

400여 지자체
세계자치단체 간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역량강화

동북아자치단체연합

(NEAR)
1996 2008 6개국 71개

지자체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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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종 국제회의 참석
2013년 2월 일본 기타큐슈 시에서 개최된 ‘OEAED(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원스톱센터 관련

실무회의에 참가하여 2010년 칭다오총회에서 합의한 원스톱 센터 3개국 10개 회원

도시의 네트워크화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11월 10일 ~ 11월 13일 일본 도야마현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지방정

부 교류회의’에서는 전통문화 보호와 관광산업 진흥, 도시생태환경 조성과 지속가

능한 발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촉진에 대한 토의를 하고 각

지방 정부 간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4) 도시브랜드의 해외홍보 내실화
2013년은 해외 주요 도시 및 자매․우호협력 도시와 울산을 방문하는 주요 외빈

을 대상으로 울산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이는 한해였다. 자매․우호협력

도시와의 주요 교류로는 우호협력도시였던 우시시와 9월에 자매 결연을 했고, 종

전 60주년을 맞아 자매도시인 포틀랜드시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들이 방문하였으

며, 3월 일본 구마모토시 시의회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5월 일본 니가타시

환경단체 방문, 10월 일본 니가타시 울산우호회 및 가족기자단의 방문 등으로 울

산의 선진 행정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2013년 11월에는 베트남 칸호아성에 의료봉사단체를 파견

하는 등의 ODA 사업을 전개하여 울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내부적으로는 줄을 잇는 외빈들의 울산 방문을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였다.

울산을 방문한 주요 외빈으로는 부산주재 일본총영사, 벳쇼 고로 일본대사, 왕취앤

중국 우시시장 등 외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울산을 방문하여 울산의 발전상을 직

접 체험하였다.



제3장 경제통상

352 • 2014 시정백서

구  분 도시명 국가명 결연일자 면적
(㎢)

인구
(천명) 도시의 특징

자매도시
하기시

(Hagi)
일 본 68.10.29. 698.86 52

․문화․관광․정원도시

․농 수산업, 관광산업 발달

〃
화롄시

(Hualian)
대 만 81. 6.19. 29.4 112

․대만의 3대 국제공항소재

․관광과 항구의 도시

〃
포틀랜드시

(Portland)
미 국 87.11.20. 376.5 583

․세계적 무역도시

․오리건주 최대도시

〃
창춘시

(Changchun)
중 국 94. 3.15. 20,604 7,520

․자동차관련 산업 발달

․문화와 경제의 도시

〃
코자엘리시

(Kocaeli)
터 키 02. 6. 2. 3,800 1,089

․항만도시

․현대자동차 소재

〃
산토스시

(Santos)
브라질 02. 6. 3. 217 418 ․브라질 최대의 항만도시

〃
칸호아성

(Khanh Hoa)
베트남 02. 6.20. 4,693 1,080 ․관광산업, 수산업 발달

〃
톰스크시

(Tomsk)
러시아 03.11.12. 10,600 484

․물류중심 항구도시

․과학중심도시

〃
우시시

(Wuxi)
중 국 13. 9.27. 4,787 6,430

․장강삼각주에 위치

․산업도시

우호협력

도 시

옌타이시

(Yantai)
중 국 01.11. 8. 13,748 6,516

․산동성의 항만도시

․식품, 방직, 기계산업 발달

〃
니이가타시

(Niigata)
일 본 06. 9.21. 726.1 806

․8개의 국제정기항로

․일본 북부 교통중심도시

〃
칭다오시

(Qingdao)
중 국 09. 8. 3. 11,026 7,400

․산동성 동부

․경제 및 부성급 도시

〃
카라간디

(Karagandy)

카자흐

스탄
10. 4.22. 428,000 1,375

․카자흐스탄 최대주

․석유, 천연가스, 금․유리 등

지하자원 풍부

〃
구마모토시

(kumamoto)
일 본 10. 4..26 389.5 739

․큐슈의 중앙 구마모토현의

남서부 위치

․관광도시

〃
바스라

(Basra)
이라크 11.10. 5. 19,070 1,800

․이라크 제2의 도시, 무역항

․이라크 석유생산량의 85%

〃
몬테비데오

(Montevideo)

우루

과이
12. 6.11. 209 1,326

․우루과이의 수도

․남아메리카의 “작은 파리”

< 해외 자매 ․ 우호협력도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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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추    진    내    용

일본 키타큐슈시

국제진흥과 직원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1월 10일

◦방 문 자 : 이와타 과장 외 4명

◦방문목적 : OEAED 사무국 관련업무 협의

일본 자치제국제화협회

회원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3월 7일

◦방 문 자 : 야스모토 토시오 크레아 소장 외 17명

◦방문목적 : 시청 방문 및 주요시설 견학

일본 중부수영연맹

대표단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3월 25일

◦방 문 자 : 오카 히로시 단장 외 55명

◦방문목적 : 전지 훈련 및 시청방문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

의원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3월 29일 ~ 3월 31일

◦방 문 자 : 츠다 세이시로우 의장 외 7명

◦방문목적 : 태화강국제마라톤 대회 참가

러시아 톰스크시

국제관계조정위원회

직원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4월 17일 ~ 10월 5일

◦방 문 자 : 마리나 비아체스라봅나 민

◦방문목적 : K2H 외국공무원 초청연수사업 참가

중국 창춘시

경제대표단 울산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4월 19일 ~ 4월 20일

◦방 문 자 : 샤오완민 상무부시장 외 9명

◦방문목적 : 경제기술개발구 및 흥륭종합보세구 투자 유치 홍보

중국 우시시

외사판공실 주임

일행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4월 25일 ~ 4월 26일

◦방 문 자 : 쩐밍휘 주임 외 5명

◦방문목적 : 자매도시 결연 업무 사전 협의

부산주재 일본총영사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5월 14일

◦방 문 자 : 마츠이 사다오 총영사 외 1명

◦방문목적 : 신임 인사

일본 니가타시

환경단체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5월 23일 ~ 5월 26일

◦방 문 자 : 오쿠마 타카시 회장 외 11명

◦방문목적 : 환경벤치마킹 및 환경분야 교류협력 협의

  < 해외 자매 ․ 우호협력도시 등 외빈방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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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추    진    내    용

주한 일본대사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7월 26일

◦방 문 자 : 벳쇼 고로 일본대사

◦방문목적 : 울산지역 시찰 및 인사

울산 ~ 우시시 자매

도시 협정

◦방문일자 : 2013년 9월 27일 ~ 9월 28일

◦방 문 자 : 왕취앤 시장 외 8명

◦방문목적 : 자매도시 협정서 조인

미국 포틀랜드

6.25 참전용사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9월 30일 ~ 10월 5일

◦방 문 자 : 드루리 우드 외 10명

◦방문목적 : 시장 예방, 현충탑 헌화 및 울산지역 시찰

일본 니가타시

‘울산우호회’ 회원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10월 19일

◦방 문 자 : 타우라 치즈 회장 외 24명

◦방문목적 : 홈스테이 체험

일본 니가타시

가족기자단 방문

◦방문일자 : 2013년 10월 3일

◦방 문 자 : 야마구치 마키에 니가타방송 프로듀서 외 12명

◦방문목적 : 처용문화제 및 울산의 자연․생활 방송 취재

다. 2014년 업무계획
2013년에는 에너지·자원 외교 등의 분야를 통한 자매·우호협력 도시와의 양적

교류에 비중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자매·우호협력 도시와의 맞춤형 교류 사업으

로 우리시와의 질적 우호관계를 더욱 다져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방문했던 체코 모라비아-실레지아주와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함으로

써 동유럽지역에 대한 우리시의 외교의 장을 더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북극항로 개발 등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유라시

아 지역에 교류거점 도시를 확보하여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실리 중심의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참여형 지방외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시민교류를 활성화시켜

시민의 국제의식을 함양시키고, 해외 자매·우호도시 특화 사업을 통해 스포츠·문

화·환경 교류를 활성화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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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 ~ 창춘 자매도시 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을 맞아 상호 우의를 굳게 다지고 국제교류의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자매도시 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창춘에서 개최하였으므로 20주년 기념 행사는 울산에서 개최하며, 세계적

수준의 창춘예술단을 초청하여 시립무용단과 합동 공연을 하고 한중 미술 교류전,

공동 발전 심포지엄 개최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함으로써 양 도

시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자 한다.

   2) 동유럽 지역 교류거점 도시 확보
11월 울산 대표단 체코 방문 시 교류 MOU 체결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 경 체

코 모라비아-실레지아 주지사를 울산에 초청하여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을 하고,

교류 불모지 동유럽에 교류거점 도시를 확보하여 동유럽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는 등으로 민․관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유라시아 협력 확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 항로 개발에

울산이 최대 수혜항이 되기 위한 대응으로 극동러시아 지역 교류 협력 도시를 발

굴하고자 한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도시와 방문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14년 하

반기 협력도시 발굴을 위한 현지 실사 및 협상을 통해 북극해 환경변화 및 자원개

발 외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4)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확대 전개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인 자매․우호협력 도시를 대상으로 관내 봉

사단체와 함께 의료 및 교육 등 원조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선진국이나 중앙부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간 우리 시의 ODA는 주로 보건․위생 분야에

서 이루어 졌는데 분야를 보다 다각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추진 중인 ODA 사업 내실화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병원과 연계한 자매도시 의료진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울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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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의료기술을 전수함과 더불어 공적개발원조 공공정책 연수를 진행하여 압축 경

제성장 모델의 상징 도시, 울산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5) 자매도시 시민 스포츠 교류 
국제 교류에 있어 민간 문화․스포츠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자

매․우호협력 도시와의 스포츠 교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마모토성 마라톤

대회와 태화강국제마라톤 대회에 선수단을 상호 파견하고 창춘시 선수단을 초청하

여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칭다오시에 스포츠 교류단을 파견하여 자매․

우호협력 도시와의 우의를 다져나갈 것이다.

   6) 해외 자매·우호도시 특화 사업 추진 
자매·우호 도시별 1도시 1특화사업 추진으로 보다 심화된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각 도시별 교류 사업의 중복 추진을 예방하고 특화된 교류 사업

추진을 통해 양 도시 간 교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중 중국·일본의 자매·우호협력 도시별 1개 특화사업으로서 2월 일본 구마모토

시 환경단체 교류, 5월 일본 하기시 도자기 축제 참가, 8월 중국 우시시 청소년 교

류단 파견, 8월 일본 니가타 축제 및 전통예술 공연단 파견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7)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 참가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8월에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9월에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한·중·

일지방정부교류회의, 한·일(호쿠리쿠, 큐슈)경제교류회의, 11월에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 등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8) 국제도시화 적극 추진
‘국제화의 중심, 글로벌 리더 울산’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제도시 수준에 맞는

인프라 확대, 도시의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 네트워크 형성, 외국인에게 친근한 정

주여건 개선, 세계 공동체적 시민의식의 보급 및 확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11~2015년 5개년에 걸쳐 7대 과제 20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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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통상
2013년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통상지원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유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실

시, 품목별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현장 밀착형 수출지원 사업, 무역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수출기업화 사업 등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했다.

가. 지역 수출 ․ 수입 성과
2013년 울산 수출은 915억 달러로 전년대비 5.9%가 감소하였고, 수입은 839억 달

러를 기록하여 76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하였다.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후 첫 수출 26만 달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주도한지 50여년 만인 2011년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 엔저영향 등으로 지역 최대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을

비롯하여,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부진으로 2012년도 972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915억 달러로 57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 울산 수출 실적 >
1962년 1965년 1974년 1992년 2006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울산

첫수출

(26만달러)

1백만

달러

달성

3억

달러

달성

100억

달러

달성

550억

달러

달성

788억

달러

달성

(전국1위)

1,015억

달러

달성

(전국1위)

972억

달러

달성

(전국1위)

915억

달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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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울산 수출 실적 >

< 5대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 (단위：백만 달러, %)
품 목 명 2013년 2012년

수출액 증가율 비  중 수출액 증가율 비  중
전 체 91,513 -5.9 100 97,213 -4.2 100

석유제품 29,698 -10.9 32.5 33,346 7.9 34.3

자 동 차 16,675 -1.1 18.2 16,855 4.8 17.3

석유화학 13,801 0.8 15.1 13,685 -7.5 14.1

선 박 8,219 7.4 9.0 7,649 -43.9 7.9

자동차부품 3,860 5.1 4.2 3,671 12.5 3.8

기 타 19,260 -12.5 21.0 22,007 -3.4 22.6

   1) 월별 수출 ․ 수입 성과
2013년 울산 수출은 주력품목의 수출부진으로 9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국 수

출순위는 1위 경기도(1,020억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 월평균 수출액 또한

76억 2천만 달러로 2012년에 비해 5.9% 감소하여 유럽 재정위기 지속, 엔저현상, 신

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로 여전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와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

록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수도의 위상과 함께 국제무역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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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수출입 실적 >

월 별 ‘13년 수출액(백만 달러) ‘12년 수출액(백만 달러) 증감율(%)
전 체 91,513 97,213 -5.9

1 7,960 7,439 7.0

2 7,846 8,556 -8.3

3 8,329 8,628 -3.5

4 7,071 8,068 -12.4

5 7,396 8,136 -9.1

6 7,416 8,611 -13.9

7 7,322 7,601 -3.7

8 7,082 7,419 -4.5

9 7,361 8,212 -10.4

10 7,592 7,907 -4.0

11 8,377 8,654 -3.2

12 7,761 7,98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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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국 대비 수출 ․ 수입 규모
2013년 울산의 수출은 915억 달러로써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5,596억 달러의

16.3%를 차지하였고, 수입 또한 전체 수입액 5,156억 달러의 16.3%를 차지하였다.

 < 시 ․ 도별 수출입 실적 >  (단위：억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2013 2012 2013 2012

계 5,596(100) 5,479(100) 5,156(100) 5,196(100)

1 1,020 (18.2) 경기 972 (17.7) 울산 1,286 (24.9) 서울 1,208 (23.3) 서울

2 915 (16.3) 울산 880 (16.1) 경기 1,022 (19.8) 경기 998 (19.2) 경기

3 652 (11.6) 충남 620 (11.3) 충남 839 (16.3) 울산 876 (16.9) 울산

4 603 (10.8) 서울 587 (10.7) 서울 447 (8.7) 전남 482 (9.3) 전남

5 538 (9.6) 경북 560 (10.2) 경남 386 (7.5) 인천 403 (7.7) 인천

6 518 (9.3) 경남 521 (9.5) 경북 340 (6.6) 충남 335 (6.4) 충남

7 414 (7.4) 전남 419 (7.6) 전남 285 (5.5) 경남 306 (5.9) 경남

8 273 (4.9) 인천 267 (4.9) 인천 172 (3.3) 경북 197 (3.8) 경북

9 159 (2.8) 광주 141 (2.6) 광주 135 (2.6) 부산 138 (2.6) 부산

10 137 (2.5) 충북 136 (2.5) 부산 65 (1.2) 충북 76 (1.4) 충북

11 133 (2.4) 부산 120 (2.2) 충북 49 (1.0) 광주 47 (0.9) 광주

12 101 (1.8) 전북 120 (2.2) 전북 45 (0.9) 전북 46 (0.9) 전북

13 70 (1.3) 대구 70 (1.3) 대구 35 (0.7) 대구 38 (0.7) 대구

14 40 (0.7) 대전 43 (0.8) 대전 33 (0.6) 대전 29 (0.6) 대전

15 22 (0.4) 강원 22 (0.4) 강원 14 (0.3) 강원 14 (0.3) 강원

16 1 (0) 제주 1 (0.0) 제주 3 (0.1) 제주 3 (0.1) 제주

※ ( )내는 전국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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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목별 수출․수입 실적
울산 5대 수출 주력 품목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선박이다.

석유제품은 수출단가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대상국

으로의 수출부진으로 수출액이 11% 감소하였고, 자동차는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

으로의 수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국산차의 제품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힘

입어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전년대비 1.1% 감소에 그쳤다.

선박은 유럽지역 재정위기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세계 조선·해운 경기가 조금

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선박인도가 늘어 수출액이 전년대비 7.4%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 석유제품, 동광, 기타 금속광물 등으로 원자재 수입

이 773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92%를 차지한 가운데 원자재(△5.5%), 소비재(△

1.6%) 수입은 감소하였고, 자본재(15.5%) 수입은 증가하였다.

< 10대 수출 및 수입품목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석유제품 29,698 32.5 원유 51,674 61.6

2 자동차 16,675 18.2 석유제품 5,411 6.4

3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9,437 10.3 동광 3,926 4.7

4 합성수지 4,260 4.7 기타 금속 광물 1,662 2.0

5 자동차부품 3,860 4.2 동제품 1,648 2.0

6 석유화학합섬원료 3,082 3.4 철강판 1,397 1.7

7 금은 및 백금 2,420 2.6 석유화학 중간원료 1,373 1.6

8 기초유분 2,415 2.6 LPG 1,289 1.5

9 석유화학중간원료 2,091 2.3 정밀화학 원료 1,107 1.3

10 동제품 1,958 2.1 원동기 및 펌프 9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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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별 수출․입 실적
2013년 울산의 3대 수출국은 전년도에 이어 중국, 미국, 일본이 차지(35.2%)하였

고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주력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이 모두 소폭의 감소세를 나

타낸 가운데, 석유제품이 한·미 FTA의 효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증

가를 견인하면서 연간 수출액이 전년대비 2.8% 늘어난 101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입은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 수입대상국이 모두 원유를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

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입국은 사우

디아라비아로 연간 271억 달러를 수입해 전체 수입의 약 32%를 차지했으며, 쿠웨

이트가 2위, 카타르가 3위를 기록하였고, 대일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화학 제품

(40%), 철강제품(25%)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가별 수출 ․ 입 실적 >                                                     (단위：백만 달러, %)

연번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액 비중 국가명 금액 비중

1 중국 14,395 15.7 사우디아라비아 27,076 32.3

2 미국 10,119 11.1 쿠웨이트 7,468 8.9

3 일본 7,707 8.4 카타르 4,933 5.9

4 싱가포르 5,883 6.4 일본 4,618 5.5

5 인도네시아 3,722 4.1 이란 3,318 4.0

6 호주 3,481 3.8 러시아연방 3,292 3.9

7 대만 3,230 3.5 아랍에미리트연합 3,263 3.9

8 사우디아라비아 3,067 3.4 미국 3,110 3.7

9 인도 3,031 3.3 칠레 2,339 2.8

10 말레이시아 2,228 2.4 중국 1,97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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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지원 활동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및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

고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및 품목별 전문전

시․박람회 참가 기회 제공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단위：개사, 천 달러)
구    분 기  간 업체수 계약(가능)액
계 94 78,918

일본 종합
2013년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7 1,140

이스탄불 종합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9 1,040

유럽 자동차/기계부품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 3,640

부울경 인도 종합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 3,455

쿠알라룸푸르 종합
2013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8 490

상해 종합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6 12,630

동남아 종합(1차)
2013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10 3,554

CIS 종합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 2,825

심양 자동차
2013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8 5,800

북미 자동차/기계부품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9 15,365

두바이 기계
201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5 553

동남아 종합(2차)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 2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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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실적 > (단위 : 개사, 천 달러)
구    분 기  간 업체수 계약(가능)액
계 38 20,623

Korea Autoparts Plaza
2013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1 300

상파울루 자동차부품전
2013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6 4,300

G-Fair 뭄바이(대한민국 우수상품전)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 7,799

아시아 석유·가스전시회(말레이시아)
2013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5 4,300

베트남 호치민 공작기계 전시회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5 0

메세 나고야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5 468

중국 국제 도료전
201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8 2,036

중국 상해 마린텍 차이나 박람회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6 1,420

   2)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구매력이 높은 세계 유수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기업에 1:1 비즈니스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개별기업의 해외거래처 초청에 따른 초

청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였다.

< 수출상담회 개최 및 개별바이어 초청비용 지원실적 >
                                                                (단위 : 개사, 천 달러)

구    분 일시/장소 참가 업체수 계약(추진)액
동남권(울산·부산·경남) 조선기자재

해외바이어 초청 공동 수출상담회

2013. 6. 12.

롯데호텔울산

115

(해외16, 국내99[울산20])

8,702

(울산 1,822)

중국·아시아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2013. 5. 29.

롯데호텔울산

60

(해외23, 국내37)
20,016

Ulsan Export Plaza 2013
2013. 10. 8.

롯데호텔울산

113

(해외31, 국내82)
31,424

개별바이어 초청상담 지원사업 -
24개사 지원

(17개국 133명 초청)
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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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 수출기업 육성
수출을 갓 시작한 초보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수출 초보기업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초보기업 38개사를 발굴,

지원하였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지역 중소기업 5개사를 수출 스타

기업으로 선정하여 중견기업 수준의 수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

역 수출기업 육성에 앞장섰다.

   4)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지원, 현장밀착형 수출지원사업,

무역아카데미 운영 등과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기업

을 선정하여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홍보 지원, 중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수출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수

출의 탑 전수와 포상을 실시하여 지역기업의 수출의욕을 고취하였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신규거래선 발굴, 현지시장조사, 바이어상담

주선 등을 위하여 해외 지사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개별 전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판로 확대에 노력하였다.

< 무역인프라 구축 및 수출경쟁력 증진 사업 >
                                                                        (단위 : 개사, 천원)

구     분 지원업체 지원규모 비      고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26 55,000 달라스, 상파울루 무역관 등 20개소

무역 수출도우미

지원사업
18 87,802 온·오프라인 마케팅, 무역업무 밀착지원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
39 142,198

피엔아이디(주) 등 39개사 카탈로그

(홈페이지)제작, 해외광고비 지원

해외 유명 검색엔진

등록 지원사업
8 20,000

알리바바닷컴 ‘골드 서플라이어’

등록비 지원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33 70,000 신용보증, 수출보험 지원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73 52,774 아이엠인더스트리 등 126건

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4 10,000 모형물 제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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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년 업무계획
올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미

국 양적완화 축소와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위기, 중국 경기둔화, 엔저현상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수출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통상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25개 사업에 25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00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 지난해(347개사)보다 5%(19개사)늘어난 366개사를 지

원하며, 무역사절단은 3월 중동과 일본, 4월 인도와 러시아, 5월 유럽, 6월 중국과

동남아, 7월 태국과 필리핀, 8월 미국과 인도, 9월 싱가포르, 10월 북미와 호주, 11

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 선진 및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

업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7회, 해외 유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회

개최 등 지역 중소기업에 다양한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밑거름

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