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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창조경제
1. 창조경제기획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 등장 등으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과 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2013년 6월 4일)하였고,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주력산업 성장정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6기의 시정운영 핵심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고,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현실화⋅구체화하기 위해 2014년 8월 7일

조직개편을 통해 창조경제정책관을 신설하였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로서 울산광역시 창조경제협의회가 출범

(2014년 10월 30일)하였으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9대 전략,

28대 추진과제, 65대 세부 실천과제를 체계화한 울산 창조경제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허브 및 지역혁신거점이 될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5년 7월 15일 출범하였다.

가. 울산광역시 창조경제협의회 운영

창조경제 관련 민관협력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2014년 10월 30일에 울산광역시 창조경제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

광역시 창조경제협의회는 창조경제기획분과, ICT융복합분과, 동북아오일허브분과,

미래에너지분과, 문화관광서비스분과 등 5개 분과 4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직능별로는

행정 4명, 공공기관 5명, 경제단체 4명, 연구소 5명, 대학교 2명, 산업공학전문가 9명,

금융 1명, 서비스산업전문가 3명, 기업체 5명, 신문방송 2명 등이며, 주요활동은 신성

장동력 산업 발굴 및 창조경제 관련 민관협력방안에 관하여 자문과 제언을 하게 

되며, 임기는 2016년 10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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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창조경제협의회 출범식>

(2014. 10. 30. + 의사당 대회의실)

울산광역시 창조경제협의회는 2015년에 전체회의 2회(2. 4, 12. 11), 실무협의회 2회

및 분과회의 4회를 통하여 창조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울산 창조경제 추진 종합계획 수립

울산형 창조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030 울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민선6기 시정운영 핵심전략을 유기적으로 실행해 나가고자 

울산 창조경제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창조경제 실현 기반조성과 분위기 확산, 창조경제 선도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산업거점 확보,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발굴의 3대 목표와

창조도시 울산의 창조경제 기반조성 등 9대 전략, 28개 추진과제, 65개 세부 실천

과제를 통해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울산의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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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와 변화된 정책보완을 위해 2020년까지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실행계획을 토대로 반기별 성과 점검을 통해 창조경제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간주도 창조산업 아이템 발굴→연구기관 협업 창조산업 아이템 실행

전략 마련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실행전략 사업화를 통해 울산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울산을 창조경제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5년에는 울산창조경제종합계획의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변화된 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반기별 성과점검을 실시하여 창조경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정부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확산을 위하여 2015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광역시⋅도별로 1개소씩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발맞춰 지역인재의 창업활성화 및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위한 지역 창조경제 실현 

기반마련을 위하여 2015년 2월 26일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울산대학교 5호관 2층에 조선⋅해양플랜트, 의료자동화, 3D프린팅 등 지역특화형 

창업지식을 공유할 창조마루(1,221㎡)와 울산벤처빌딩(4~6층)에 창업⋅기업지원 및 

아이디어 발현 공간 등을 갖춘 융합마루(607㎡)를 마련하여 2015년 7월 15일에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주철)를 출범시켰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4년 9월 2일자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조경제 구심점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산⋅마케팅망 및 기술⋅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시도별로 연계대기업(전담기업)을 지정하였으며, 우리시는 

현대중공업이 전담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후 2015년 말까지 

센터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아이디어 발굴 573건, 멘토링⋅컨설팅 266건, 법률상담 54건,

세무⋅회계 3건, 금융상담 52건, 특허상담 20건, 시제품 제작 지원 468건, 교육⋅강연 

98회 2,921명, 기술지원 66건, 판로지원 27건 및 혁신상품 인증 1개사(케이랩스의

3D프린터 DIY KIT 제조 및 판매)와 미래부 주관 K-Global300에 5개사가 선정되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명실상부한 창업허브와 지역혁신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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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6년 업무계획

2015년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울산형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청년일자리 확충사업을 본격화 해 나갈 계획이다.

엔젤투자자 등 지역투자가를 발굴하여 창조경제문화 확산사업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이전 및 챌린지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프리존 도입에 따른 지역발전방안』에 따른 우리시의 전략산업별 

육성계획(친환경자동차, 3D프린팅산업)을 수립하여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울산광역시 창조경제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미래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것이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 허브이자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별 특화 전략

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세계 진출을 위한 관련기관⋅프로그램

등을 연계⋅총괄하고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 → 중소⋅중견기업 → 세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 창조경제 종합계획에 창조경제협의회 위원 등 전문가 제언,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기존과제 조정 및 신규과제 추가 등 개선⋅변경사항을 반영한 2016년 

울산 창조경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추진 성과 점검과 대내외 홍보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전 시민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것이다.

2. 창조융합
새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전략과 관련 ICT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 즈음 창조경제정책관실 창

조융합담당이 신설되었으며, 주요업무는 ICT융합산업 발굴⋅육성 및 연구기반

확충과 지역 SW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 이다.

조선해양산업의 ICT융합 기술혁신을 통한 조선해양 강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사업을 기획, 201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울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경북도와 공동으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특구지정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였다.



제1절 창조경제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389

ICT융복합 거점기관 유치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 받는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신규사업 3건을 발굴, 2015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 SW산업 진흥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가. ICT융합산업 연구기반 확충

2003년 이후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던 조선해양산업이 중국 등 경쟁국의 거센 

추격에 위기를 맞고 있어, 조선해양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 친환경⋅경제⋅안전 

운항을 실현하여 고부가가치화 선도 및 조선해양 1위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기획(안)을 마련하여 2014년 11월 정부의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 10월 2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6년 국비 6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울산을 R&D중심 창조경제도시로 제2의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민선 6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울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동해안연구

개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18일 특구지정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

부에 제출하였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특정구역으로 특화 분야(산업)에 대한 사업화 

중심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등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아울러, ICT 융복합 거점기관 유치를 위해 IT분야 대표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 유치도 적극 추진하였다.

ETRI 울산연구센터는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신소재 분야

의 ICT융합기술 개발을 주요 연구 분야로 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ICT 인적자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울산연구센터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 ETRI 주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4년 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ETRI 울산연구센터 설립을 신청, 2015년 7월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주력산업 연구 개발을 위해 2015년 4월 울산광역시-ETRI 공동연구실을 개소

하였으며 자동차, 조선해양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국비24.4억 원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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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울산연구센터 배치도>

나. 3D프린팅융합 지역산업 혁신체계 구축

3D프린팅은 분말, 액체, 고체 형태의 특정 소재를 3D프린터를 통해 분사 및 

적층하여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을 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 및 창조경제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1984년 최초 개발된 이후 2000년대까지 단순 시제품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기술진보에 따라 완성품 제작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3D 프린팅 3단계 공정>

정부는 2014년 4월 3D프린팅 활용 수요창출 및 국내 장비⋅소재⋅SW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3D프린팅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 4대 추진전략 11대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여 3D프린팅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특화 3D프린팅산업 육성’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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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으로 개소함으로써, 우리시는 3D프린팅산업을 제조업 공정혁신과 생명공학

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고 있다.

지역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구축사업(산업부 주관, 2015년~2019년, 150억 원)과 3D프린팅 수요연계형 

제조혁신 기술지원사업(2015년~2019년, 10억 원)을 착수하였으며, 환자맞춤형 조직

재건용 바이오 3D프린팅 기술개발사업(미래부 주관, 2015년~2019년, 50억 원)을 

통해 바이오 프린팅분야 기술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D프린팅 응용 조선⋅에너지부품 제조공정 기술개발, 재활 의료로봇 

활용 착용형 안전시스템 개발 등 2016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과 2016년 

3D프린팅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울산이 3D프린팅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2015년 12월 중앙정부로부터 울산의 미래성장을 이끌 지역전략산업으로

3D프린팅이 선정되어 향후 재정⋅세재⋅금융⋅인력⋅입지 등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해 그레이존에 머물고 있는 3D프린팅이 실직적인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다. 지역 SW산업 육성

21세기에 들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IT산업은 단순한 IT산업이 아니라 

융합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십(ship)', ‘지능형 자동차’ 등 IT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우리시는 지역 주력산업에 기반한 ICT융합사업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산학연관

협력으로 포럼⋅세미나⋅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왔으며 이는 지역 IT관계자 네트

워크 구축과 Think Tank 역할을 하면서 지역 SW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015년 5월 롯데호텔에서 IT분야 산⋅학⋅연 관계자 및 시민, 대학생 등 301명이

참석하여 최신 IT기술 동향에 대한 IT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수기술의 벤치마킹,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IT기술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SW산업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및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 IT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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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진사항으로 홈페이지 제작, ERP 시스템 구축, 그룹웨어 구축 등 정보

시스템 구축지원 31건, 마케팅 지원으로 IT무역사절단 파견 2회 4개국, 국내 및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1회, 지역 IT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중심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울산 IT포럼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지역 SW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우리시의 과제 1개가 선정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음원위치 추정 및 안개보정기반 다차원 플랜트 

경계 감시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라. 벤처기업 육성

우리시의 벤처기업 수는 2015년 말 현재 410개사로 전국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다.

울주군이 170개사로 전체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구(100개사), 북구(93개사),

중구(37개사), 동구(10개사) 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7개사로 전체 74.7%를

차지하고 있고 IT⋅SW(42), 기타(52)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벤처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 발굴⋅종합 지원을

통한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 사업 등 6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주요성과로는 벤처⋅중소기업에 홍보물⋅광고 제작 34개사, 시제품 제작 

10개사,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지원 25개사,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85개사 95개

기술과제,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 7개사 등 총 160여 개 사 벤처기업을 지원하였다.

마. 2016년 업무계획

ICT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성장한계 돌파를 위해 ICT 융복합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울산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2016년 하반기에 개소할 계획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신소재 분야  ICT 융⋅복합 기술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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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타당성 

검토에 대응하고, ICT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 사업의 하이테크타운 건립 실시

설계와 2017년 국비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레이존에 머물고 있는 3D프린팅 기술이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수립될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3D프린팅 응용분야 확대와 

상용화 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인 울산 애니원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아이디어가 창작에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콘텐츠 산업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무인비행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등 드론 활용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 특화형 드론산업 육성 및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드론산업 붐을 조성 할 계획이다.

IT/SW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을 지원하고, 맞춤형 IT인력/

기술 지원, 마케팅 및 네트워크구축 지원,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산업단지 

클라우드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 IT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확대지정, 글로벌 스타벤처

기업 육성, 국내 마케팅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3. 오일허브
가. 물류기반 조성

동북아시아지역의 석유소비량은 2014년 기준 세계석유소비량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소비 및 석유제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등 새로운 석유공급원의 등장으로 인한 

동북아 석유물류환경변화와 싱가포르가 동북아지역의 석유물동량 급증수요에 



제4장 창조경제

394 • 2016 시정백서

대응하지 못하면서 동남아지역 오일허브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중국 

남부 샤먼을 경계로 아시아석유시장의 분리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3대 오일허브가 형성되어 있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세계적인 오일허브가 없는 실정이다.

<세계 3대 오일허브>

구   분 상업 저장시설(백만B) 정제능력(백만B/D) 저장능력/  정제능력 대    상소비지역 특   징
미 걸프연안 109.6 8.65 12.7 미국 전역 내 수 형

유럽 ARA 87.4 2.09 41.8 서 유 럽 배후지역 
수출형

싱가포르 52.1 1.4 37.2 동 남 아 중계수출형

주) 울산 동북아오일허브의 거래중심 인프라 확충방안(‘12. 11월, 한국은행 울산본부)

울산은 국내석유화학제품 생산액의 32%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석유화학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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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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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에서는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하고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강화

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1조 

9,3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울산항에 2,840만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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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단계(북항사업) 하부공사가 5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2월 

상부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SPC(코리아오일터미널)를 설립하였고, 이를 위한 

투자자본을 모집하여 투자지분의 75%가 확정되었으며, 2016년 착공을 목표로 EP

C1)업체를 선정 중 이며 2019년부터 상업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2단계(남항사업) 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201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 오일허브 금융서비스 시스템 구축

울산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추진에 있어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일허브 금융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일허브 개념도>

이를 위하여 오일허브 금융서비스시스템구축을 위한 과제발굴 TF 및 울산

광역시창조경제협의회 오일허브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격평가기관, 국제오일트레이더, 청산소 등 금융관련 산업 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오일허브 금융서비스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용역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제오일트레이더 및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오일허브 산업정책포럼

1)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일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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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단 파견, 국제컨퍼런스 참석 

등을 통하여 오일허브 금융산업 육성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 2016년 업무계획

정부 주도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물류기반 구축과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오일허브

금융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협의회와 행정지원 TF를 강화하여 1단계 사업인 북항 상⋅

하부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2단계 사업인 남항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가격평가기관, 국제오일트레이더, 청산소 등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유치를 위하여 국제오일트레이더 및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산업정책포럼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석유거래담보대출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을 실시하고, 오일허브특구특별법 제정방안 연구, 오일허브 전략적석유상품 발굴 

및 석유시장 선호상품개발용역, 오일허브 금융서비스시스템구축용역 등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동북아 오일허브가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발전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4. 미래에너지
가.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울산은 국내 수소의 60% 이상 생산, 세계 최초 수소자동차 양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타운 조성⋅운영, 국내최고 수소공급 배관망 구비, 수소이용 관련 기술

융합이 용이한 전⋅후방 산업 집적화 등 수소기반 전지산업 육성의 최적입지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 주력산업인 대규모 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과의 융합 및 수소와 

에너지 소재/부품 산업관련 융⋅복합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에너지산업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반이 취약하여

성장 침체기에 접어든 주력산업의 업종 고도화와 에너지산업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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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소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 학교나 공공기관의 건물, 가정 등의 분산형 

전원으로 이용하는 자족형 분산발전을 위한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국가 지원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위치도>

울산과학기술

대학원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32억 원(국비 216, 시비 156, 민자 60)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구축되며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수소

품질인증센터, 수소연료전지 실증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과 실증화⋅

상업화 기술을 개발하는 R&D사업으로 구성되며, 2019년까지 총 5년간 추진할 계획

으로 2014년 10월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울산테크노파크가 

총괄 주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사업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에너지의 산업화를 앞당기고 새로운 융복합 창조산업의 창출뿐만 아니라 분산

전원 시스템 적용에 따른 송전설비 및 송전로 건설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는 기존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나. 원전산업(원전해체산업) 육성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 90기 수출과 신규 원전수주 4,0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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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원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조선⋅반도체에 이어 

원전산업을 차세대 유망 수출 분야로 부각시키기 위해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3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신형 가압경수로(ATR1400)

원전은 국내에서 설계한 원자로 형으로 2009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선진

국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출 위엄을 달성한 UAE 수출원전과 동일한 모델로 내진

설계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

또한 국내 최대인 140만㎾급 용량으로 60년간 사용 할 수 있어 기존 원전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신고리 원전 3호기가 우리시에 건설되고 있으며 2016년 

8월경에 상업운전 예정이다.

이에 우리시는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개교

하였으며, 원전 핵심기자재 및 부품에 대한 인증지원,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 원전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0월 사업비

1,459백만 원 투입하여 원전기자재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울주군 공영개발로 원자력 및 에너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동남권 원자력 및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1,027,000㎡ 사업비 2,801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울산을 원전산업과 연구기능이 융합된 원전산업 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2011년 1월「원전산업 육성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함으로써 국책사업수행을 위한 중앙부서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사업시행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해체에 필요한 기술자립과 이를 

기반으로 국제 원전해체시장 진출을 위한 ‘원전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해체에 필요한 38개 기술 가운데 국내 미확보 17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실증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73억 원의 사업비로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원전해체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제염, 원격절단 

및 취급,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단위기술을 실증 및 검증이 가능한 연구센터 구축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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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2014년 3월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당위

성 마련을 위한 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 10월 울산시, 울주군,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대, UNIST, KINGS, 현대중공업,

㈜포뉴텍이 참여하는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기관별 업무분담을 

통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입지선정에 대비한 평가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유치위원회가 출범하여 유치 분위기 조성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시민 유치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47만 명의 유치서명

실적을 확보하였으며, 울산지역 원전해체기술 관련 기업체를 중심으로 ‘울산원전해

체기술연구협회’가 창립되었다.

아울러, 우리시는 미국 원자력분야 연구기관인 PNNL(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SwRI(사우스웨스트연구소)와 원자력 해체분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원전해체기술 연구센터 유치 심포지엄 및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원전해체기술에

대하여 UNIST에 원전해체기술 실증화 기술로드맵 수립과 울산대학교에 지역특

산화산업과 원전해체산업 연관성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에 우리시는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2015년 7월 울산⋅

부산 원전해체기술 공동협력 실무추진 TFT 운영 및 공동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원전해체기술개발과 원전해체산업 진입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ICT를 융합하여 전력공급자와 수용가 사이에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한다.

스마트그리드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피크전력 수요관리, 온실가스 저감, 전력난 해소 등의 대안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된 제주실증사업을 

통해 확보된 사업모델들을 특정 지역에서 우선 사업화하여 향후 전국 범위로 확산 

하고자 하는 거점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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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네트워킹 사업을 연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연계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능형 전력망 개념>

라. 울산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 운영

차세대 국가 신성장동력의 주력업종으로 각광받는 2차 전지산업은 자동차, 휴대용

단말기,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응용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15%대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지산업을 제4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석유화학을 기반

으로 하는 중소업체들이 정밀화학기술을 특화시켜 2차전지 소재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2011년 6월 기업의 업종 다각화 및 융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지산업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과 UNIST 주관으로

「울산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연구거점기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특허출원 54건, 기업체 기술이전협약, 다수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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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산업 육성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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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삼성정밀화학(주), SK케미칼(주), 삼성SDI(주), 한화케미칼(주), 코스모화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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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를 위해 전지산업으로 업종을 다각화 및 융합화하고 있고, UNIST에서는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맞춤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전지업체와 부품소재

업체와의 산학협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형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도 건립하고 있다.

마.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설립

울산시는 세계 최고수준의 차세대전지 핵심기술 개발, 관련 소재산업 거점화,

지역산업의 다각화 및 융합화를 통한 신성장 산업창출 지원을 위해 전지분야 전담

연구기관인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를 

건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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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개념도>

울산시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33,058㎡, 건축연면적 

11,900㎡로 본관동, 실험동, 기숙사 등을 갖추는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KIER 울산분원)는 에너지기술 분야 생산과 연구기능을 갖춘 복합에너지단지로써 

이차전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등 차세대 전지분야 중심의 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기술의 기업이전을 통해 우리 지역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이전을 마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과 이전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기술 허브 구현의 핵심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이다.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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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구축

신재생 에너지저장 전원 및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산업의 울산지역 거점기관

육성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린에너지 소재

기술 개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UNIST 내 위치한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는 총사업비 228억 원(국비 200,

시비 20, 민자 8)의 규모로 고용량/고출력 리튬이차전지용 Li-rich계 양극소재(≥

240mAh/g) 및 카본 Free 음극소재(≥1,000mAh/g) 기술개발 및 영상분석 장비구축,

기업 기술지원,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본 사업은 녹색기술 및 첨단융합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혁신소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 에너지 소재산업 육성

지역 내 에너지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에너지소재분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UNIST, 한국화학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분야 이차전지 소재기업 전지 평가지원 4건, 사업화지원 분야 제품공급단계별 

R&BD 패키지 지원 4개 업체, 글로벌 무역규제 대응지원 1개 업체,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1개 업체, R&BD 컨설팅 지원 3개 업체, 인력양성 분야 17개 과정,

21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아. 고효율 차량경량화 부품소재 개발

울산지역은 전국최대의 자동차 관련 생산단지로 차량용 경량 부품소재 고속 성형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고효율 차량경량화 부품소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울산시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2,000㎡ 규모로 고속 성형 장비를 구축하고 독일의 고분자⋅복합재료 성형분야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한 Fraunhofer 화학기술연구소(ICT) 한국분원을 UNIST내에 

설립하여 국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 할 계획으로 자동차 관련 고효율⋅

고안전 부품⋅소재 대량생산공정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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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수소연료전지차 실증도시 기반 구축

울산은 세계 최초 수소자동차 양산, 국내 최고 수소공급 배관망 구비 등 수소

연료전지차 육성의 최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영 가능한 충전시설이 전국

10개에 불과 등 기반 구축이 미흡하여 국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201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차량 8대를 보급하고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충전소 

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4,000대 보급, 수소충전소 

12개소를 구축하여 목표로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차. 2016년 업무계획

우리시는 수소, 전지, 원자력산업 육성 및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통하여 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사업은 기반구축사업인 배관망 공사와 건축물 

축조공사를 진행하고, 향후 수소생산, 연구, 품질인증 및 사업화가 가능한 전주

기적 수소산업 실증화 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거점

화로 울산 제2의 산업 부흥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차 실증도시 기반구축사업은 차량 35대를 보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복합충전소 실증사업 참여를 통해 도심에 수소충전소 1개소를 설치하여 인프라 

구축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산업과 원전해체산업의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원전기자재 및 설비 

생산,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 실증화 지원, 원전 전문 인력 양성 등에서 최고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공공기관 연계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2016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지분야의 경우 융합기술 공동연구, 기업연계 연구개발 사업화 과제도출, 맞춤형 

기술개발 추진, 기업체 기술이전, 산⋅학⋅연 기술교류와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지분야 전담연구기관이 될 울산 차세대전지 종합지원센터 

설립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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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진흥
1. 산업정책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발원지로서 자동차⋅조선⋅화학 등의 기간산업을 기반 

으로 국가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울산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기반

경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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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해 왔다.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2012년에 종료된 이후 2013년 6월부터는 2014년

까지 신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어 우리시의 5개 산업군인 수송기계   

융합부품, 정밀화학, 엔지니어링플랜트, 에너지소재, 환경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지역 주력산업인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에너지

부품, 조선기자재, 환경 산업 등 5개 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 사업으로 나노융합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조선해양

플랜트 등 3개 산업을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남 등 5개 시⋅도와 함께 연계 

추진하였다.

가. 지역산업진흥사업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2단계 지역진흥사업이 종료되고, 2013년 6월 신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1단계 사업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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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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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2015년 지역 

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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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포트포리오 구성 현황>

구분 산업명 유망품목

주력산업
(5개)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산업 친환경/경량화/고효율 가솔린자동차부품 및 모듈 등

정밀화학산업 고기능성 표면처리소재 및 고효율화학공정 소재 등

조선기자재산업 ICT/NT융합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자재

에너지부품산업
에너지발생/변환/저장부품(이차/태양/연료전지 
BOS 및 원전/화공발전 BOP분야 부품) 등

환경산업 대기처리, 수처리, 폐기물처리, 재자원화 등

경제협력권산업
(3개)

나노융합소재산업 수송기계, 에너지용 고기능 나노융합소재 등

자동차융합부품산업
IT/NT/ET융합 고기능/고부가 자동차부품 및 
모듈 등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고부가가치 화공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및 
엔지니어링기술 등

연고(전통)산업
고분자소재 고기능성 발포 플라스틱 소재

화학 유무기 산업부산물 기반 고부가 제품

뿌리 표면특성이 향상된 자동차 및 기계부품용 금형

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추진

2013년 7월 울산유치가 확정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산업기술史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유물에 대한 국가적 보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산업역사의 미래세대 전달이라는 과제 하에 시행되는 시정의 대표 사업이다.

울산유치가 확정된 후, 2014년「울산 건립 타당성 기본용역」과 부지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1월말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진행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말 준공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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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남구 신정동 산195-1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32,112㎡,

건축연면적 80,476㎡의 규모이며, 총 사업 예산은 4,393억(국비 3,659억, 시비 734억)원이다.

다. 2016년 업무계획

2016년에는 지역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주도의 고용 창출형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경제  

협력권산업(시⋅도협력), 주력산업(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연고⋅풀뿌리산업 등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기업특성조사, 정책수요조사, 사업기획, 투자

계획, 개별사업 도출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운영,

사업성과 관리 과정에서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다.

2. 자동차⋅조선
가. 자동차산업

우리시는 연간 153만대 생산규모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 290여개의   

자동차부품업체가 밀집하여 국내 자동차생산의 20.6%를 점하고 있으며 동남권   

수송기계산업의 거점지역으로서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 집적지이다.

<지역 자동차산업 현황>                                                                   (단위：개, 명, 백만원, %)
지역별 생산액 전 국

비 중
부 가
가 치

전 국
비 중

사 업
체 수

전 국
비 중

종 사
자 수

전 국
비 중

울  산 38,890,693 20.5 11,987,612 20.6 290 6.3 48,466 14.3

부  산 6,275,916 3.3 2,054,350 3.5 261 5.7 12,358 3.7

경  남 15,456,874 8.2 4,938,597 8.5 797 17.4 38,606 11.4

전  국 189,586,240 100 58,185,287 100.0 4,579 100.0 338,333 100.0

주) 10인 이상 업체 기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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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생산기준으로 2.9% 증가한 8,850만대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 시장인 중국은 판매량이 전년대비 6.6% 증가했고 미국도 5.7%

증가하였다. 국가별 생산은 중국이 2,372만대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미국이 1,165만대, 일본이 977만대, 독일이 593만대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456만대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고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세계 

순위는 200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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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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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고 수소충전소 2기를 설치하여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7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4,000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2기 설치를 목표로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그린카 산업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2011년 녹색성장 정책 출범과 함께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그린 전기

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2016년까지 국비 729억 원, 시비 

129억 원, 민자 163억 원으로 총 1,021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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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그린전기자동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67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그린

전기자동차 2단계 사업을 기획하고 2016년 당초예산 49억 원(국비 30억 원, 시비 7억 원,

민자 12억 원)을그린 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지원사업 예산으로 확보하였다.

나. 조선해양산업

2015년 1월 ~ 11월 누적 세계 선박발주량은 2,936만CGT, 발주액은 647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5.7%, 35.9%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992만CGT, 217억 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각각 

3.9%, 20.1%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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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업과 중형선박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300여 조선해양기자재 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조선해양 강국의 입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통계청의「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액은 21조 

5,884억 원으로 전국 2위(전국대비 33.6%)이며, 부가가치액은 5조 9,899억 원으로  

전국 2위(전국대비 35.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조선산업의 여건>                                                                   (단위：개, 명, 백만원, %)
지역별 생산액 전국

비중 부가가치 전국
비중

사업
체수

전국
비중 종사자수 전국

비중
울 산 21,588,435 33.6 5,989,888 35.3 316 21.6 46,541 31.9

부 산 1,139,553 1.8 829,120 4.9 99 6.8 4,456 3.1

경 남 33,692,039 52.5 8,665,271 51.1 640 43.7 66,248 45.5

전 국 64,168,764 100.0 16,961,941 100.0 1463 100.0 145,683 100.0

주) 10인 이상 업체 기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2014, 분류코드 : 선박 및 보트건조업) 

2015년 11월까지 국내 조선소는 선박수주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유가

하락에 따른 조선해양산업 침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빠른 추격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하고 NOx

3차 규제 적용 회피 등의 친환경 및 고효율, LNG-FSRU 등 고부가가치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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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통하여 어려운 시장을 잘 극복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또한 조선해양 1위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조선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R&D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ICT 인더스트리4.0s 사업도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354억 원)과 ICT융합 조선해양 

핵심기술 개발(720억 원) 등으로 추진된다. 선박과 플랜트의 3요소 중 하나인 도장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세계 최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에 국⋅시비 222억 원을 투자해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 건립을 

2016년말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구축할 계획에 있다.

우리 시는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해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사업, 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 그리고 경제 협력권 육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사업은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신제품 개발 및 기술증식을 

통한 경쟁력 확보, 신규 인증 획득 종합 기술지원과 조선소 신규 벤더등록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우리 시는 조선해양 전문인력 양성, 원천기술 확보와 신 시장 선점, 고부가

가치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세계 트렌드에 발맞추어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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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산업 고도화 및 신소재산업 육성
2014년도 울산 지역 내 연간 화학 산업 생산량은 115조 원이며, 2015년 기준  

수출액은 246억 달러로 각각 전국 1위다. 지난 50여 년간 울산은 대한민국 첨단 

화학 산업의 요람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이제 

아시아 최고의 화학 도시로서, 바이오화학, 이차전지, 태양광 등 신 성장 동력산업과

어우러진 화학 산업 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

가. 울산 화학 산업 현황

국가 9대 주력산업의 하나인 화학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산업 강국, 수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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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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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산업의 메카 울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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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에 420여 개의 대중소 화학 기업들 중 국내 1위의 화학⋅에너지기업인 SK

이노베이션, 국내 3위의 S-OIL을 비롯, SK케미칼, 한화종합화학, 한화케미칼, 금호

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대기업과 송원산업, 롯데정밀화학 등 정밀화학 기업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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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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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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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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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 산업 육성 전략

   1) 화학 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생산만 있고 R&D가 없는 산업도시는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를 이겨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울산시는 정밀화학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정밀화학소재기술

연구소, 시험평가와 국제인증업무를 지원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영남본부,

유망기업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기술 혁신동을 2009년 준공하였다.

주) 화학혁신단지 1단계사업 2009년 완료
북측에서부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간재
사업본부,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 
본부동, 기술혁신동

주) 화학혁신단지 2단계 사업 준공
좌측은 한국화학연구원울산연구본부, 우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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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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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연구원울산연구본부를 개소하게 되었다.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정밀화학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해 나갈

국내 유일의 화학산업 종합 연구단지 모습이 갖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2) 전략산업인 정밀화학 산업 육성
울산시는 2002년부터 정밀화학 산업을 지역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정밀화학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 중구 다운동 화학혁신단지내에 위치한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CAMTI)는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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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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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50개사 3,500여건/년), 연구 공간 및 사무실 임대(22실)는 물론 산업통상 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체에 소재실용화 기술지원 및 화학

기업의 녹색경영서비스 제공 등 정밀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와 동시 개원한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영남본부는  

동남권과 대경권내 최대최고의 국제공인시험소를 운영하며, 화학⋅자동차⋅조선 

등 울산의 주력산업은 물론, 금속⋅플랜트⋅원전⋅풍력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각종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고, 2015년 3,800개 업체, 11만 건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R&D분야를 전담하게 되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연구본부는 R&D를 

기업체 제품개발과 생산에 연결하는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울산시와

한국화학연구원은 공동 연구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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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연구본부 그린정밀화학연구센터는 2009년

6월 건축설계에 착수, 2011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연면적 10,127㎡ 규모로서 한국화학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지역 화학기업체에 이전하는 R&D 허브 역할을  

수행해 갈 계획이다.

  3)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추진
석유화학단지의 생산효율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고부가 화학소재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등 

석유화학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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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공정 신기술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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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플랜이 석유화학단지, 여천단지, 용연용잠단지, 온산단지 75개사를 중심으로  

1단계(‘11~’13), 2단계(‘14~’16), 3단계(‘17~’20) 10년간 연차별 추진된다.

  4) 신 성장동력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 
우리시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화학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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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를 정제해 석유화학제품을 만들 듯, 식물 등 생물자원(Biomass)을 정제해 바이오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만드는 바이오화학 산업은 울산의 신 주력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바이오화학 산업 비교

바이오화학은 기존의 석유화학을 대체하여 대부분의 제품을 구현해 갈 수 있다.

우리시는 국내 최고수준의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하여 고유가, 석유자원고갈, 지구 

온난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꿈의 기술을 구현하고자 2015년에 367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1만㎡의 국내 최초의 바이오화학 전문 연구기관인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를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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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정책에 솔선하고 울산의 화학 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갈 계획이다.

   5) 첨단⋅고부가 산업 전환 촉진 
울산 화학 산업은 기존의 기초원료 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 고부가 

소재산업, 첨단 화학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이미 울산에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화학 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신 성장 동력

산업인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화학,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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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의 산업은 화학 산업군(LG화학, SK이노베이션,

KCC, 한화 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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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우리시는 지속적인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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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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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위즈켐, 피씨아이, 대미, 동원엔텍을 비롯 제일화성,

대송정밀화학, 씨에스 케미칼, 워켐 등 15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그간 울산은 세계적인 화학 산업 도시로서 석유화학 컴비나트 등 우수한 산업 

시설에도 불구, 고부가 정밀화학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화학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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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까지 회의실,

교육장 등 산업단지 업무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설을 

건립하여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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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기지’로 조성하여, 정밀화학 산업단지의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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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산업 단지와 다운동 화학 산업 종합 연구지원 단지, 화학분야 

세계 일류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울산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적자원,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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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포스텍과 함께 국내 3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UNIST, 매년 확대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잇는 거대한 화학산업 벨트가 구축되어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전략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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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성장동력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선진 첨단화학 도시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고   

글로벌시대 세계적인 첨단화학 클러스터와의 기능적 연계와 활발한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울산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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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뿌리기술 첨단화를 통한 연관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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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억 원 중 2015년 국비 5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준공하여 거점 기반 구축을 시작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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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업무계획

우리시 화학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은 크게 전략산업인 정밀화학 산업 육성,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신 성장 동력 바이오화학 산업 기반조성 등 3대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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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울산시는 울산대, UNIST, 울산과학대학, 울산테크노파크 등과 공동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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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 생산기반에 접목되고, 강소형 기업 창출을 주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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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다.

울산산학융합지구는 1,012억 원(국비 227억, 시비 252억, 울산대 등 533억)이 투입,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단 내 면적 11만5,710㎡ 규모로 2015년 9월 착공, 2016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3개 대학, 6개 학과, 학생수 945명 및 교수 71여 명 등을 수용하는

산학일체형 현장 중심 캠퍼스가 들어선다.

참여기업 및 학생수, 사업규모 및 예상 성과 등의 측면에서 올해 선정된 충남 

당진, 경기 반월⋅시흥, 경북 구미⋅칠곡, 전북 군산, 충북 오송, 전남 목포 등 7개 

지구 중 최대 규모의 산학융합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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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전력 인프라, 스마트스팀네트워크 구축사업, 학남 정밀화학 소재부품단지 

조성 등 100대 액션플랜를 추진했으며 2016년부터는 POST-PUPI 인 POST-RUCI 즉 

석유화학 뿐 아니라 바이오 화학, 나노, 에너지 등 화학 산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침체된 울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바이오화학분야는 전북 새만금 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2015년 준공된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와 함께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세계 5위의 석유화학산업과 연계 육성방안을 모색해갈 계획이다.

R&D 확충분야는 울산 화학 산업 R&D를 총괄 기획하게 될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연구본부와 함께 그간 수도권, 충청권 중심의 R&D 지원에서 나아가 생산 중심형

울산지역 화학 산업계의 혁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그 외 UNIST 저차원탄소혁신소재 연구센터 개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선

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 착공, 뿌리 ACE기술 지원센터 착공,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 착공 등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지원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기반 강소형 화학기업들을 지속 육성하여 울산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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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
가.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지원

기술개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청과 우리시가 협력하여 현장애로기술, 신기술 개발 및 

품질개선 등 단기과제 중심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5년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울산대학교에 8억 6,400만 원, 울산과학

대학교에 1억 8,700만 원씩 투입하여 각각  8개, 2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은 

총 12억 원 투입하여 울산대학교 9개소, 울산과학대학교 1개소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산학 기술개발지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사업에 각각 12억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R&D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나.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주관기관은 울산지식재산센터(울산상공회의소 내)로 2009년 특허종합컨설팅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2012년에는 지역디자인 가치

제고사업, 2013년에는 IP스타기업 육성까지 사업범위 확대 및 지역 중소기업 체계적

지원, 2014년에는 지식재산사업을 기업의 IP역량에 따라 IP Start-Up→IP Scale-Up

→IP Star기업으로 나누어 단계별 지원⋅육성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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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2013년 15억 8천 원, 2014년 및 2015년 14억 9천 원 등 매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특허⋅브랜드⋅디자인관련 컨설팅 상담, 특허 등 출원비 지원,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5년에는 국내 출원 지원 실적 232건, 해외 출원 지원 실적 87건, 선행기술조사

지원 25건, 맟츰형 특허맵, 시물레이션 제작, 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 실적 등 

64건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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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IP 스타기업을 중점 육성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1억 2천 5백만 원

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지원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최근 6년간 지역별 지식재산권 출원현황>

구 분 특허⋅실용신안⋅브랜드⋅디자인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 울 118,459 120,548 128,734 138,642 133,681 145,345
부 산 10,639 11,531 11,705 12,894 13,548 14,673
대 구 10,212 9,787 10,325 12,035 12,793 13,796
인 천 13,085 14,079 13,895 15,162 15,298 16,435
광 주 4,524 4,694 5,695 5,320 5,891 6,472
대 전 14,205 14,339 15,806 16,017 15,995 16,232
울 산 2,929 4,312 5,797 5,629 4,443 4,109

주) 특허청 통계자료

다. 과학문화행사 추진

저명한 과학기술 명사 초청특강인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은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7차례 강연이 개최되었다.

2015년에는 저명한 과학기술 명사 초청특강인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이 연 8회 

강연되며, 과학기술제전은 5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울산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제7회 신나는 과학체험마당을 5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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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과학문화행사>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일시 장 소 대상(참가인원)
제7회 신나는 
과학체험 마당

실험⋅체험행사,
사이언스콘서트 등

5월 9일
~ 5월 10일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학생 및 일반인
(15,000여명)

제10회 
과학기술제전

과학⋅수학체험 활동 
부스 및 프로그램운영

5월15일
~ 5월17일 울산과학관 학생 및 일반인

(65,000여명)
제13회 UCI로봇 

경진대회 로봇경진대회 5월10일 울산종하체육관 학생
(343명)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

과학기술 명사 
초청특강

3월~12월
중(8회) 시청대강당 학생

(3,5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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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산업 육성

환경산업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평가, 악화된 환경을 개선⋅복원하거나 환경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지칭할 수 있다.

환경산업은 학제적, 융합적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대표적인 지식기반

신산업으로 향후 울산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신산업으로 지역의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기반산업을 보다 육성하기 위한 고도화 전략산업으로 울산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우리시는 그동안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요체로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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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 

하였고, 세계 각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통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 전통산업이 직면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집적화된 중화학공업의 환경수요를 바탕으로 한 환경산업을 우선   

육성 가능한 산업으로 보고울산 미래산업(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2003년 8월 ~ 2004년 2월)하였고, 제1차『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4년～2008년)』에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과 함께 환경산업을 4대 전략산업에 포함시켰

으며 환경산업 연구시설 및 장비확충, 전문적 지식의 공유, 관리시스템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환경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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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선도할 핵심거점기관으로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5

(유곡동 889-1번지) 일원에 부지 16,724㎡, 연면적 8,000㎡(연구동 4,478㎡, 시험   

생산동 3,522㎡)의 규모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약 243억 원  

(국비 91, 지방비 152)으로 2011년 12월에 준공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로 운영을 하여 오다가, 2015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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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로 승격운영 되고 있다.

울산지역본부에서는 지역 기업체 친환경 기술력 제고 및 환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최적화된 장비구축과 자동차⋅조선⋅정밀화학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첨단 

친환경 및 청정생산기술의 적용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친환경 및 청정생산기술 혁신 향상을 위한 토탈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가 2007년 4월에 설치되어 현재 3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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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하게 됨에 따라 시험 생산동 가동, 정부지원 기술 

개발과제 수행 지원, 청정화 기술개발 장비 및 시범생산 설비 지원, 시범생산을  

통한 양산기술 확보 및 신 공정 기술지원, 선진국 신 공정기술 정보 도입 및 분석을

통한 관련기술간 정보교류⋅확산, 친환경 생산 공정 확립을 위한 시제품과 신기술

개발 동향조사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등 선진 청정화기술을 지역 산업체   

맞춤형 신기술로 가공 이전⋅공급 하는 등 기업지원과 기술개발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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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실정이다. 다자간 환경규제 협상이 OECD, WTO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합의도출이 쉽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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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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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공정기술 및 자원순환기술 등 규제환경규범 대응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역에코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기술 등 환경 기술력 증진 및 환경의식 고취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한 환경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국제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지역기업의 청정생산 및 녹색

경영 체계 구축 유도를 위한 지역에코혁신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전 세계 37여 개국 500여명의

환경관련전문가, 정책결정자, 교수 등이 참여하는 ‘13년 국제산업생태학회(ISIE)콘

퍼런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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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 계획이다.

마. 2016년 업무계획

중소기업의 기초⋅원천기술 R&D사업을 지원하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추진으로 나노융합기술, 환경기술 및 IT융합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진흥센터를 

지난해 11월말 완공 하였으며, 9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 공동기술개발 및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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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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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기술 중심의 기업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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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지역 과학꿈나무들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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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글로벌 거점 도시로의 확고부동한 추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먼저, 친환경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청정공정기술 등 지역에코혁신사업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국제환경규제 및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에서도 환경기초기술지원과 지속적으로 정부의 

R&D 및 전문 인력의 기업근접지원을 통한 고품격 기업기술 지원 수행과 기술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화학공업에서 발생되는 유무기 산업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생산

하여 지역 환경산업 활성화와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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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투자유치
1. 투자기획
가. 투자활성화 기반조성

세계 시장의 침체, 유가 하락, 환율 변동으로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투자유치과와 

투자유치 특별보좌관을 신설하여 투자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투자유치 업종을 다양화 하였으며, 2015년에 국내외기업 73개사 3조 3,996억 원 

투자유치와 2,63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투자허브 기반을 마련하였다.

   1) 투자유치 중점계획 수립
투자유치 중점계획은 투자유치 비전, 전략 및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투자환경

여건 등 현 실태, 투자 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국내외기업 유치, 서비스 

및 신 성장산업 유치, R&D 연구센터 유치 등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글로벌 울산 마케팅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2) 서비스산업 및 R&D 연구센터 유치활동 전개
제조업 위주의 지역산업 구조에서 서비스 산업 및 신 성장 동력산업 등 고부가

가치 창출 사업으로 산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호텔, 대형 유통⋅물류시설, 컨텍

센터 등에 대한 유치 가능성 검토, 타켓 기업 선정, 투자입지 분석, 현장 방문 

간담회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비즈니스호텔 건립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2차 전지, 3D프린팅, 신소재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신 성장산업   

성장에 따른 국내외 우수 기업연구소를 UNIST 등 산학연과 연계 협력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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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 희망박람회 울산전시관 운영
국내 최대의 지역발전 종합행사인 2015 지역희망박람회 인 9월 9일(수)부터

12일(토)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자연과 인간,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

진 도시’를 주제로 울산전시관을 운영하였다.

기존 산업중심의 홍보관에서 영남알프스, 청년창업, 에너지허브도시, 고래마을

등을 구현하여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창조도시 울산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울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홍보 하게 

되었다.

   4)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좋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기관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2015년 2월 투자유치 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시, 구군, 관련 유관기관 부서장 등으로 구성하여 주요사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다양한 정책방안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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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년 업무계획

올해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 투자 기업의 사기진작 및 투자 정책방안

제언, 직원 역량강화, 투자 수요자 중심의 홍보 강화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산업과 R&D연구센터 등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1) 투자유치 활력기반 조성
국내외 신⋅증설 등 투자기업을 격려하고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성공투자 비즈

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투자기업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 시의 투자유치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또한 투자 정책동향 파악, 투자유치 우수사례 마케팅 전략 등 워크숍 및 현장 벤치

마킹을 통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며 투자유치 활력을 제고 할 것이다.

   2) 서비스산업 및 R&D 연구센터 유치
  서비스산업의 다원화 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생산지원 산업 육성, 도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에 공헌할 숙박시설⋅컨텍센터 등의 타켓기업 선정, 입지

분석, 현장 방문 설명회, 인허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며,

UNIST 등 지역 대학과 함께 산학연 투자유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천기술

개발, 기술 이전화 사업을 주도할 글로벌 해외 공동연구소를 유치하여 지역 R&D

역량을 강화 할 예정이다.

   3) 홍보
  글로벌 투자허브 울산 이미지 마케팅 전개를 위하여 일방적이고 평면적인 홍보

에서 투자 환경, 울산의 자연⋅관광⋅문화 정주여건, 투자 인센티브, 업종별 맞춤형 

홍보 등에 대하여 홍보영상물 제작, 책자, 리플렛 제작, 공항광고 등 홍보매체 

다변화, 양방향적, 현장 밀착형 홍보 및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투자유치 활성화 대응체계 구축
  투자기업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투자유치 실무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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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코자 투자유치컨설팅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투자동향 및 투자자 관리를 통해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상담 DB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좋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기관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투자유치 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 투자 정책 방안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유치할 계획이며 KOTRA와 협력하여 투자정

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울산지역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2. 국내기업 투자유치
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확충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효성, ㈜고려

아연, (주)대한유화 등 총 2조의 대규모 신증설 사업투자 유치를 통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2,6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특히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 개발로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끌어갈 주력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폴리

케톤 생산 공장 건설부지 확보지원 등을 총 1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잠재적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과 친환경적 미래 에너지⋅화학 부문의 

그린 마켓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일반산업단지 등 기업 유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거나 조성중인 매곡일반산업단지, 중산2차 산업단지 등 10개 일반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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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분양 완료되어 신규투자 창출을 위한 최적의 투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산업단지 내 ㈜신우몰딩, ㈜건웅, ㈜태광판지, ㈜울산스틸 등 58개 기업의 산단

입주 유치와 신증설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속적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울산테크노

산업단지, 하이테크벨리, 길천2차 산업단지 조성 개발에 따라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도별 국내기업 투자현황> (단위：개사, 백만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업체수 364 7 40 32 139 17 34 37 58

투자액 16,491,803 898,500 1,071,846 490,522 2,203,024 95,886 9,061,693 416,241 2,254,091

다. 투자유치 협력 강화 및 보조금 지원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부지⋅인력⋅개술개발 등 기업이 당면한 현안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탈울산 방지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속적

으로 구축하였다. 지역향토 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사를 매각하고 타 

지역 으로의 이전하려는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최적지의 이전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 추천하여 탈울산을 방지하고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다.

또한 울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부지확보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코자 하는 기업의 이전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울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신증설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지방 신증설

기업인 ㈜에스엘티이에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위해 연간 30여개 기업의 현장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여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적인 해결지원을 전개하여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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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6년 업무계획

2016년에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업계의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규모 기업 신⋅증설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차세대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미래 전지에너지사업 발굴투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지속적인 기업투자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며,

기존 분양 중이거나 신규 분양 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및 기업의 분양 입주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및 스마트공장 공정개선 추진기업 등 기업 투자 촉진 

유도를 위해 지방투자촉지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잠재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도와 지속적인 투자동향 관리 등으로 

공장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대기업 잠재사업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위해 기업의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고충 해결 지원과 기업투자 확대 동향을 파악

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힘쓰고, 투자 예상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향관리로 기업 투자 유치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3. 외국인 투자유치
가. 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다각적인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추진과 현장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역대 최고 실적인 28억5천1백만불을(도착기준)을 달성하여 2015 외국인투자유치 

유공 정부포상에서 영광스런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동북아 비즈니스 

투자허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은 보람찬 한 해였다. 이는 전년대비 7배나 급증한 실적으로 서울에 이어 2위 

규모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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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로는 S-OIL 18억3천6백만불, SK어드밴스드 9천9백만불, 에스엠피 4천6백

만불, 이니츠 3천4백 만불, 솔베이코리아 3천1백 만불 등 석유화학 분야 신⋅증설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신고기준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당초 목표액 6억불을 62% 초과달성한 

9억7천 2백 만불을 기록하여 비수도권 2위 규모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사례로는 한국넥슬렌 8억5천만불,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 3천3백만불,

에스엠피 3천3백만불, 솔베이코리아 3천3백만불 등이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달성한 총 누계실적은 31개 국가 147개 업체 72억 69백 만불이다.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FDI, 신고기준) >                                                                     (단위：건, 백만달러)
구  분 총누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  수 256 14 17 13 23 18

투자액 7,269 656 294 46 2,423 972

* 1970년대~2015년 까지의 누계치

민선 6기 출범 이후 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는 기치 아래 김기현 시장이

직접 해외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등 지구를 한 바퀴  

반이나 뛰는 현장중심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을 벌인 결과, 최근 2년간 33억9천

5백 만불을 유치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활동사례로는 2015년 4월 전세계 68개국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임원진 80여명을 울산에 초청하여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

워크 구축 MOU 체결, 강동권 및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설명회, 지역 우수 중소

기업 IR, 경제포럼 등 투자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허브

도시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켰다.

2015년 6월 유럽 및 미국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BASF, SOLVAY, SKC가 참여하는

1조 원대 합작투자 프로젝트 유치기반 마련, 로컬모터스 3D프린팅 마이크로팩토리

울산 건립 MOU 체결, 동북아오일허브 잠재투자가 발굴 등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및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2015년 10월 일본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비즈니스호텔 투자 MOU 체결, 미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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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투자간담회, 쿠라레 증설투자 유치, 울산자유무역지역 잠재투자가 발굴 등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투자 컨퍼런스> <로컬모터스 MOU> <울산자유무역지역 IR>

이 밖에도 BASF 창립 150주년 기념음악회 및 키즈랩, 솔베이 한국진출 40주년 

기념식, 한국넥슬렌 공장 준공식 등 관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행사지원과 사우디 

APC 및 아람코 회장, BASF 및 SOLVAY 사장단, SK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의 투자 간담회를 통해 투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장 협의회 운영, 주1회 외투기업 방문 현장 상담회, 경영애로사항 발굴 처리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홍보영상물, 홍보책자,

리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고, 외국기업들의 대면 빈도가 높은 KTX역 및 인천국제공항 

벽면광고, 국내외 유명저널 광고, KOTRA IK 홈페이지 투자정보 게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울산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나. 2016년 외자유치 추진계획

국내외 글로벌 기업 간의 전략적 합작투자 유치, 대규모 전략유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단 파견, 현장중심의 공격적 글로벌 마케팅 전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네트워킹 활성화,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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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벌 기업 합작투자 유치 및 전략 프로젝트 발굴
최근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간 대규모 합작투자 프로젝트의 전략

적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울산자유무역지역, 테크노산업단지, 강동권 개발사업 등 주요 투자유치 프로

젝트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여 유망 외국투자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후속 투자확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다.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해양 등 지역주력산업 앵커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글로벌 기업과 3D프린팅, 전지산업 등 신산업관련 선도기업을 핵심 타깃

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동향 관리와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신⋅증설 수요파악, 투자애로사항 발굴 처리,

행⋅재정지원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자유무역지역, 하이테크밸리, 강동권 개발사업 등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관광 분야 외국투자가를 집중 

발굴하고, 국내 유일의 연구⋅제조⋅주거 복합기능 특화단지인 테크노산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R&D센터 및 제조공장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외자유치

분야를 개척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현장중심의 공격적 글로벌 마케팅 전개
독일, 프랑스, 사우디, 쿠웨이트, 미국 등 전략권역별 투자유치 타깃기업을 선정

하고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전략프로젝트 투자유치 및 유망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월은 유럽지역, 5월은 일본지역, 9월은 중동지역, 11월은 미주지역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대규모 합작투자 프로젝트 유치,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파트너십 구축,

지역 핵심프로젝트 잠재투자가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오는 4월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KOTRA,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투자가 초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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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3)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네트워킹 활성화
외국투자가에게 노출효과가 높은 인천국제공항, 글로벌 경제잡지, KOTRA IK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최신 투자정보 제공과 동

북아 최고의 투자허브 도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 투자가이드북 및 DVD을 활용한 체계

적인 투자상담을 통해 신규 투자가를 발굴하고, 분기별로 투자소식지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기존 외투기업 및 잠재투자가의 신⋅증설 투자를 적극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KOTRA IK 등 중앙단위 투자협력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동향 파악 및 맞춤형 유치전략을 강구해 나가고,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관련 기업체, 사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투자유치 전략협의회 등 

각종 전략회의 및 투자간담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방문 투자상담제를 연중 실시

하여 경영애로 및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처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장 협의회, 외투기업CEO 투자간담회 등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시켜 나가는 한편,

투자유치단 및 투자설명회 등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을 통해 발굴한 잠재투자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최신 투자정보 이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울산의 투자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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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통상교류
1. 국제통상

2015년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맞춤형 통상지원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무역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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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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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 수출기업화 사업 등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했다.

가. 지역 수출⋅수입 성과

2015년 울산 수출은 729억 달러로 전년대비 21.1%가 감소하였고, 수입은 325억 

달러를 기록하여 404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하였다.

울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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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역 최대 수출품목인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주력품목의 

부진으로 수출의 감소세가 컸으며,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3년 

연속 수입이 감소하였다.

<울산 수출 실적>

1962년 1965년 1974년 1992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울산 

첫 수출

(26만달러)

1백만

달러

3억

달러

100억

달러

788억

달러

(전국1위)

1,015억

달러

(전국1위)

972억

달러

(전국1위)

915억

달러

924억

달러

729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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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울산 수출 실적>

< 5대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백만 달러, %)

품 목 명
2015년 2014년

수출액 증가율 비  중 수출액 증가율 비  중

전    체 72,907 -21.1 100 92,400 1.0 100

석 유 제 품 15,578 -47.0 21.4 29,396 -1.0 31.8

자  동  차 16,219 -5.1 22.2 17,090 2.5 18.5

석 유 화 학 7,362 -42.3 10.1 12,754 -7.6 13.8

선    박 13,902 18.2 19.1 12,302 30.4 13.3

자동차부품 2,348 -22.4 3.2 3,027 -21.6 3.3

기    타 17,498 -1.9 24.0 17,831 -7.4 19.3

-21.1%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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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억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2015 2014 2015 2014

계 5,268(100.0) 5,727(100.0) 4,365(100.0) 5,255(100.0)

1 1,059 (20.1) 경기 1,116 (19.5) 경기 1,407 (32.2) 서울 1,405 (26.7) 서울

2 729 (13.9) 울산 924 (16.2) 울산 1,027 (23.5) 경기 1,048 (19.9) 경기

3 671 (12.7) 충남 651 (11.3) 충남 354 (8.1) 인천 797 (15.2) 울산

4 603 (11.4) 서울 623 (10.9) 서울 325 (7.4) 울산 418 (7.9) 전남

5 470 (8.9) 경남 515 (9.0) 경북 267 (6.1) 전남 404 (7.7) 인천

6 435 (8.3) 경북 511 (8.9) 경남 232 (5.3) 충남 331 (6.3) 충남

7 312 (5.9) 인천 391 (6.8) 전남 210 (4.8) 경남 268 (5.1) 경남

8 305 (5.8) 전남 300 (5.2) 인천 144 (3.3) 부산 161 (3.1) 경북

9 156 (3.0) 부산 163 (2.8) 광주 125 (2.9) 경북 149 (2.8) 부산

10 153 (2.9) 광주 147 (2.6) 부산 56 (1.3) 광주 62 (1.2) 충북

11 152 (2.9) 충북 142 (2.5) 충북 55 (1.3) 충북 52 (1.0) 광주

12 80 (1.5) 전북 86 (1.5) 전북 43 (1.0) 전북 46 (0.8) 전북

13 71 (1.3) 대구 78 (1.4) 대구 39 (0.9) 대구 37 (0.7) 대구

14 43 (0.8) 대전 47 (0.8) 대전 36 (0.8) 대전 36 (0.7) 대전

15 19 (0.4) 강원 21 (0.4) 강원 31 (0.7) 강원 29 (0.6) 강원

16 9 (0.2) 세종 10 (0.2) 세종 11 (0.3) 세종 12 (0.2) 세종

17 1 (0.0) 제주 1 (0.0) 제주 3 (0.1) 제주 3 (0.1) 제주

※ ( )내는 전국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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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 달러, %)

연번
수   출 수   입

국가명 금액 비중 국가명 금액 비중

1 미국 10,602 14.5% 사우디아라비아 11,615 35.8%

2 중국 8,189 11.2% 일본 2,287 7.0%

3 싱가포르 4,008 5.5% 미국 2,049 6.3%

4 호주 3,747 5.1% 칠레 1,879 5.8%

5 일본 3,694 5.1% 중국 1,828 5.6%

6 사우디아라비아 3,486 4.8% 호주 1,419 4.4%

7 홍콩 2,444 3.4% 독일 1,030 3.2%

8 노르웨이 2,407 3.3% 카타르 914 2.8%

9 영국 2,261 3.1% 멕시코 745 2.3%

10 인도네시아 2,243 3.1% 인도네시아 737 2.3%

나. 중소기업지원 활동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및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및 품목별 전문전시⋅

박람회 참가 기회 제공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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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단위：개사, 천 달러)

구    분 기  간 업체수 계약(가능)액

계 117 189,912

일본 (기계류)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7 6,220

중동 북아프리카 (종합)
2015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8 5,070

미국 (종합)
2015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 577

부울경 중동 (종합)
2015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 2,120

유럽 (종합)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5 2,780

부울경 중국 (종합)
2015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10 0

중국 (종합)
2015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6 66,153

중남미 (종합)
2015년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6 30,835

러시아 (종합)
2015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 6,218

동남아 신흥국 (종합)
2015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7 4,379

동남권 동남아 (종합)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 5,034

인도 (종합)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7 4,149

중국 무석 수출상담회
2015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 6,447

북미 (자동차/기계류)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 40,520

대양주 (종합)
2015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12 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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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실적>                                                  (단위 : 개사, 천 달러)
구    분 기  간 업체수 계약(가능)액

계 38 9,065

동경 한국 상품 전시 상담회
2015년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6 434

중국 장춘 농식품 박람회
2015년  8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8 64

유럽 금형 전시회
2015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6 3,480

중국 국제 도료 전시회
201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 3,710

아부다비 국제 석유/가스전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6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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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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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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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한인 경제리더 초청
투자 컨퍼런스

2015. 4. 20.
롯데호텔울산

37
(해외16, 국내21)

2,220

Ulsan Export Plaza
2015. 11. 18.
롯데호텔울산

106
(해외36, 국내71)

31,278

개별바이어 초청상담 지원사업 -
22개사 지원

(20개국 118명 초청)
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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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 수출기업 육성
수출을 갓 시작한 초보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 초보기업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초보기업 43개사를 발굴, 지원

하였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지역 중소기업 6개사를 수출 유망기업

으로 선정하여 중견기업 수준의 수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수출

기업 육성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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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아카데미 운영 등과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홍보 지원, 중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수출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수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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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67,000 디트로이트, 싱가포르 무역관 등 32개소

무역 수출도우미
지원사업

8 50,000 온⋅오프라인 마케팅, 무역업무 밀착지원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

50 160,000
수성정밀기계 등 41개사 카탈로그
(홈페이지)제작, 해외광고비 지원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79 110,000 신용보증, 수출보험 지원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54 50,000 동양산전㈜ 등 54개사

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9 40,000 모형물 제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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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업무계획

올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위기, 중국 경기둔화, 엔저현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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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24개 사업에 3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 지난해(574개사)보다 11% 늘어난 640개사를 지원하며,

무역사절단은 3월 일본과 중국, 4월 중남미, 5월 서유럽과 이란, 6월 중동, 7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8월 러시아, 9월 호주와 뉴질랜드, 10월 북미와 유럽, 11월 

남유럽 등 선진 및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전략적

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6회, 해외 유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회 

개최 등 지역 중소기업에 다양한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밑거름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국제교류
가. 국제교류 개관

2015년의 글로벌 도시 울산은 지방외교로서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상호 공조체제 구축은 물론 국제회의 울산 개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위 확보와 도시브랜드 제고에 큰 성과를 보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체코 보후슬라브 소보트카 총리,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롯한 대표단이

울산을 방문하여 울산의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울산의 국제적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중국 및 일본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꾸준한 협조체제로 상호 공동으로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였고, 유럽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현지 방문,

미얀마 만달레이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교류 협의, 베트남 칸호아 바다축제 축하

사절단 파견, 중국 창춘국제농업⋅식품박람회 및 창춘⋅우시시에 무역사절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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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스포츠⋅문화⋅경제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교류 대상 확대

에도 힘썼다.

우리 시 경제적 역량과 국제적 역할에 힘입어 추진한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으로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단과 인도네시아에 대학생봉사단을 파견하였으며,

국제사회에 공존하는 나눔과 수혜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함께 국제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으로 7대과제 17개 추진시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국제화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도시화 시민 의식 강화와 국제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일본 구마모토시 마라톤대회 대표단 파견, 하기시 도자기축제 및 니가타시 

시민교류단 상호 교류와 중국 창춘 국제마라톤대회 대표단 및 교통연수단 울산 

연수, 창춘 인사관리 관계자 울산 방문, 우시시와 교통연수단 상호 파견으로 중국과

일본 도시와의 문화⋅스포츠⋅교통⋅청소년 교류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민간주도 

시민교류와 더불어 다양한 교류방법 전개로 광범위한 울산형 공공외교를 펼쳐나갔다.

나. 국제교류 분야별 추진

   1)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상호 편익을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로 경제, 통상,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교류대상 다변화를 도모하였다.

해외 잠재시장 개척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및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및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시와의 교류 활동을 펼쳐 균형 있고 공통적인 

교류의 주안점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고, 해외 주요도시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또한 베트남 칸호아 바다축제에 공식 초청받아 축하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2016년 일본 니가타시와의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 및 2017년 미국 포틀랜드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자 현지 방문을

통하여 교류의 내실화를 다지는 등 지방외교의 역량 강화에도 진일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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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입된

5개의 국제기구인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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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기구(TPO)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11개국 13명의 울산 해외명예

자문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시 가입 국제기구 현황>

기   구   명 설립년도 가입년도 참여국가 주요 활동 및 기능
동아시아경제교류
추진기구(OEAED) 1991 1997 한⋅중⋅일 

11개 도시
총회, 집행위원회, 도시협력포럼

자치단체국제환경
협의회(ICLEI) 1990 2003 1,107개  

지자체
지방차원의 실천을 통한 
환경문제 협력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 2002 2003 10개국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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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개 

지자체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

   3) 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제16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를 2015년 8월 27일 ~ 8월 28일 울산 롯데

호텔에서 7개 회원도시 100여명과 함께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호쿠리쿠) 공동 

번영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을 도모하였다.

2015년 10월 13일 중국 이우시에서 개최된 제17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하여도시간 지속적인 교류 및 도시국제화 발전의 주제 및 발표로 지방  

정부간 교류협력 증진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10월 13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된새로운 동북아 공동협력시대 

창조를 주제로 한 제10차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참가

하여 연합 공동현안 해결방안 및 회원도시 간 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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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울산개최>

   4) 글로벌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개
해외 주요 도시 및 자매⋅우호협력 도시에서 울산을 방문하는 주요 외빈들의 방문

횟수가 증가하여 어느 해 보다도 국제교류가 활발한 한해였다.

자매⋅우호협력 도시와의 주요 교류로는 우호협력도시였던 구마모토 시에서 3월에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를 위하여 울산을 방문하였다. 5월에는 자매도시인 일본 하기

시에서 도예가 2명이 울산옹기축제에 참가하였고, 중국 우시 시에서 9월 교통연수단이

울산을 방문하여 울산의 선진교통분야 정책 연수 및 주요 교통시설을 시찰하여  

울산의 선진화된 행정을 홍보하였다.

일본 니가타시 문화공연단은 10월 처용문화제에서 초청 공연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일본 니가타시 부시장일행이 울산을 방문하여 울산-니가타시 우호협력도시 10주년 

기념 교류행사에 대한 주요사업을 협의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캄보디아 캄퐁츠낭시 의료봉사단체 파견, 12월에는 인도

네시아 서자바주 대학생 봉사단을 파견하여 나눔을 실천하였고, 베트남 의료진초청

연수사업, 개도국 지방행정연수과정 공공정책연수사업 등의 ODA 사업을 전개하여 

행복한 베품으로 울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및 인도네시아 대학생봉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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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의 현 주소를 가늠케 하는 해외 주요 외빈의 방문증가는 

품격 있는 우리 시의 글로벌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였다. 울산을 방문한 주요 

외빈으로는 체코 총리, 인도 총리 등 해외 정상급 지도자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총리실 장관, 라오스 비엔티안시 건설부 부국장, 일본 호쿠리쿠 경제연합회장, 중국

창춘시 CTV 방송국 당서기, 캄보디아 캄퐁츠낭시 부시장, 일본 니가타시 부시장 

등 국제교류 대상도 폭넓게 다변화되었으며 울산의 새롭게 변모한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체코 총리 및 한미의회 청소년 교류단 방문>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현황>

구  분 도시명 국가/지역명 결연일자 면적(㎢) 인구(천명) 도시의 특징
자매도시

하기시
(Hagi)

일 본 68.10.29. 698.8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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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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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7 1,160 ⋅관광산업, 수산업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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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등 외빈방문 현황>

구  분 도시명 국가/지역명 결연일자 면적(㎢) 인구(천명) 도시의 특징
〃

톰스크시
(Tomsk)

러시아 03.11.12. 10,600 489
⋅물류중심 항구도시
⋅과학중심도시

〃
우시시
(Wuxi)

중 국 13. 9.27. 4,627 4,722
⋅장강삼각주에 위치
⋅산업도시

우호협력
도  시

옌타이시
(Yantai)

중 국 01.11. 8. 13,746 6,502
⋅산동성의 항만도시
⋅식품, 방직, 기계산업 발달

〃
니가타시
(Niigata)

일 본 06. 9.21. 726.1 808
⋅8개의 국제정기항로
⋅일본 북부 교통중심도시

〃
칭다오시
(Qingdao)

중 국 09. 8. 3. 11,282 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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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89.5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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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7
⋅우루과이의 수도
⋅남아메리카의 “작은 파리”

〃
모라비아 
실레지아주

(Moravian-Silesian)
체 코 14.11.20. 5,427 1,261

⋅현대자동차 유럽 생산공장 
소재 지역

행  사  명 추    진    내    용
중국 창춘시 외사
판공실 부주임 일행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2월 4일 ~ 2월 5일
◦방 문 자 : 푸지강 부주임 외 4명
◦방문목적 : 창춘 국제농업식품박람회 참가 홍보

체코 총리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2월 27일
◦방 문 자 : 보후슬라브 소보트카 총리 
◦방문목적 : 시장 예방 및 현대자동차 시찰

일본 구마모토시 
스포츠교류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3월 27일 ~ 3월 29일
◦방 문 자 : 다가미 세이코 단장 외 3명
◦방문목적 : 경제부시장 예방 및 태화강국제마라톤 대회 참가

K2H 외국공무원
(캄보디아) 초청연수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4월 24일 ~ 10월 13일
◦방 문 자 : 헤 포트페크데이(캄퐁츠낭주)
◦방문목적 : K2H 외국공무원 초청연수사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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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추    진    내    용
일본 하기시 
문화교류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5월 4일 ~ 5월 6일
◦방 문 자 : 오가와 히로노부 도예가 외 2명
◦방문목적 : 옹기축제 참관 및 산업 시찰

인도 총리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5월 19일
◦방 문 자 : 나렌드라 모디 총리
◦방문목적 : 시장 예방 및 현대중공업 시찰

중국 우시시 외사
판공실 부처장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5월 19일
◦방 문 자 : 시엔젠우이 부처장
◦방문목적 : 시장 예방 및 수출상담회 참가

라오스 비엔티안시
설부 부국장일행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5월 26일
◦방 문 자 : 분탄 부국장 외 1명
◦방문목적 : 울산-비엔티안시와 향후 교류 협력방안 

중국 옌타이시 외사
판공실 부주임 일행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6월 3일 ~ 6월 4일
◦방 문 자 : 왕싱셩 부주임 외 1명
◦방문목적 : OEAED 총회 개최관련 업무협의

한미 의회 청소년 
교류단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7월 30일 ~ 7월 31일
◦방 문 자 : 복단 바누 외 12명
◦방문목적 : 한미 청소년 상호교환 방문을 통한 양국 이해증진

베트남 칸호아성 
의료진 초청 연수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8월 3일 ~ 9월 30일
◦방 문 자 : 왕까움 호앙, 리왕쫑, 장먼 푸 땀
◦방문목적 : 해외 자매도시 초청 의료진 연수(울산대학교병원)

한일(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 개최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8월 27일 ~ 8월 28일
◦방 문 자 : 큐와 스스무 회장 외 100여명
◦방문목적 :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울산 개최 참가

중국 창춘시 스포츠
교류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8월 27일 ~ 8월 28일
◦방 문 자 : 양륜지 단장 외 25명
◦방문목적 : 창춘 체육운동학교 선수교류단 연수 

말레이시아 총리실 
장관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8월 28일
◦방 문 자 : 마시겅 장관 외 7명
◦방문목적 : 말레이시아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협의

중국 창춘시 CTV
방송국 울산취재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9월 7일 ~ 9월 11일
◦방 문 자 : 좌앙얀 단장 외 5명
◦방문목적 : 울산주제 다큐 제작을 위한 촬영 및 취재

중국 우시시 교통
연수단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9월 20일 ~ 9월 25일
◦방 문 자 : 양퐁 단장 외 5명
◦방문목적 : 울산 교통정책 및 주요 교통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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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업무계획

2015년은 자매⋅우호협력 도시와의 전통적 교류를 추진하면서 교류 도시와의 

맞춤형 질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신뢰 있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지속적 우호 협력은 유지하면서 도시 특화 사업인 문화⋅스포츠⋅

경제⋅통상⋅환경⋅교통 분야는 물론 해외 주요도시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시장 개척 대표단 상호 파견 및 환경⋅자원⋅에너지 관련 교류도시 확보,

행  사  명 추    진    내    용
미국 포틀랜드시
명예자문관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10월 6일
◦방 문 자 : 김병직 외 2명
◦방문목적 : 울산-포틀랜드시 자매도시 체결 30주년 기념행사 협의

일본 니가타시
문화공연단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10월 8일 ~ 10월 11일
◦방 문 자 : 가네코 히로아키 과장 외 문화공연단 34명
◦방문목적 : 처용문화제 초청 공연 및 관내 견학

중국 창춘시 외사
판공실 부주임 일행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10월 13일 ~ 10월 15일
◦방 문 자 : 쉬화이우 부주임 외 3명
◦방문곡적 : UNWTO 울산 개최 참가

UNIDO본부산업개발
담당관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11월 4일
◦방 문 자 : 클라우디아 산업개발담당관
◦방문목적 : GIC(녹색산업회의) 개최 실무자 현장 확인

캄보디아 캄퐁츠낭시 
부시장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11월 29일 ~ 12월 1일
◦방 문 자 : 힝 폴프미니아 부시장
◦방문목적 : 행정부시장 예방 및 지방행정연수과정 울산 프로그램 참가

중국 창춘시 인사관리
국장 일행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12월 17일 ~ 12월 19일
◦방 문 자 : 장보우치 국장 외 5명
◦방문목적 : 공무원 상호교류 협의 및 인사시스템 연수

베트남 한국EIP견학 
시찰단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12월 18일
◦방 문 자 : 판만쿵 단장 외 13명
◦방문목적 : 울산 환경관리 정책 등 생태산업단지 성공모델 벤치마킹

중국 창춘시 교통 
부국장 일행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12월 22일 ~ 12월 23일
◦방 문 자 : 왕위이 부국장 외 3명
◦방문목적 : 울산 교통정책 및 주요 교통시설 견학

일본 니가타시 부시장 
일행 방문

◦방문일자 : 2015년 12월 24일 ~ 12월 26일
◦방 문 자 : 기무라 유이치 부시장 외 3명
◦방문목적 : 시장님 예방 및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 기념행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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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자원부국의 잠재도시 등을 물색하여 거점 도시를 확보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병행한 울산형 통상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사회 도시브랜드 제고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국제회의 유치와 민간 참여형 시민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내향적 국제화 

시민의식 함양과 지방정부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동남아시아 자원부국 잠재시장 교류도시 거점 확보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교류 개척으로 자원⋅에너지관련 잠재

도시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 기업체의 현지 진출 시장 개척으로 지역 경기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시장 개척 기업대표단 상호 

파견, 무역상담회 개최 등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미국 선진 도시와의 

협력 교류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2)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월드컵 문화교류의 인연으로 환동해의 중추 거점도시로 발전한 일본 니가타 시와

2006년 9월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되어 2016년에는 10년이 되는 해로 8월에는 10주년 

기념행사 문화공연단을 확대 파견하고, 9월 울산의 전통축제인 처용문화제에 니가

타 시장 및 일본 문화교류단을 초청하여 상호 공동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  

방안을 모색하며 우호 협력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현대생활에서 건강한 삶의 질과 향상은 국제교류에도 적용되어 자매⋅우호 

협력도시와의 문화⋅스포츠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2월 일본 구마모토 시와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 선수단 상호 교류, 5월 일본 하기 시와 도자기축제 시민 

교류단 파견, 8월 중국 우시시 청소년 교류단 파견, 3월과 9월 중국 창춘국제하프 

마라톤선수단 상호 교류, 5월과 10월 일본 니가타축제 문화공연단과 처용문화제  

문화교류단을 등을 초청 파견할 계획이다.

연중 자매⋅우호 협력 도시별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별 교류 사업의 중복  

추진을 예방하고 차별화된 교류 추진을 통해 양 도시 간 교류 발전에 기대하며,

11월에는 울산-장춘 우호 친선체육대회를 우리 시에 초청 개최하여 우호 다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제4장 창조경제

450 • 2016 시정백서

   3)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확대 전개
자매⋅우호협력 도시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열악한 보건⋅위생분야를 관내 봉사

단체와 함께 재능 기부 및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나눔과 배품의 ODA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역병원과 연계한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울산의

선진의료기술을 전수함과 더불어 공적개발원조 공공정책 연수를 진행하여 세계화 

시대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4) 유치 가능한 국제기구⋅회의 적극 발굴 
각종 국제기구ㆍ회의 유치 및 참가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도시

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유치 가능한 국제기구 및 회의를 점진적으로 발굴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할 것이다.

2015년 8월 한일 7개 회원도시가 가입한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를 성공

적으로 개최로 국제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 6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제4회 GIC(녹색산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유치 가능한 국제기구와 회의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5) 국제화의 중심 글로벌 리더 울산만들기 추진
‘국제화의 중심, 글로벌 리더 울산’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제도시 수준에 맞는 

국제 인프라 조성, 외교 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형성, 외국인에게 친근한 정주

여건 개선, 세계 공동체적 시민의식의 보급 및 확산이라는 6대 과제 17개 시책의 

국제화 목표로 5개년 중장기 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계 속의 국제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제도시화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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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농업기술센터 운영
1. 일반현황
가. 연혁

농업기술센터는 1957년 10월 3일 설치된 울산군농사교도소로 출발하였으며,

1962년 6월 1일에 울산시농촌지도소 설치로 2개 지역으로 지도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년 1월 1일 울주군이 울산시로 통합되면서 울산시농촌지도소로 통합되었다.

1997년 2월 19일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211번지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

하였으며, 1998년 8월 26일 현재의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로 개칭되었다. 농업 

기술센터는 농업지원과, 기술지도과, 도시원예과 3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소장을 비롯하여 3과 10담당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 농업지원
가. 농업지원 업무현황

21세기 지식기반산업시대를 선도할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인프라 구축,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 농촌

지도사업 홍보, 강소농 및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교육용 농기계 임대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농업인 교육 및 농업기술 지원사업 추진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그린농업대학, 작목별 실용

기술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한 전문농업 기술습득과 강소농 경영체 육성 지원을 

통하여 농가 경영능력 배양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귀농⋅귀촌

자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및 

농촌활력 증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농업인 학습조직체 4개 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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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개 반의 농기계 순회

수리팀을 운영하여 총 73개소의 마을을 방문하고 557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576명에게 실시하여 농기계 사고발생을 예방하였다.

<농업인 교육⋅농업기술 지원사업 실적>

분 야 별 업    무    명 실   적

교육홍보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울산그린농업대학(신소득과수)
◦ 품목별 단기 및 작목별 실용기술교육
◦ 귀농⋅귀촌 및 농사법 상설, 농심교육
◦ 농업기술 홍보
◦ 강소농가 육성 및 교육
◦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운영관리

◦ 총19회 1,803명
◦ 총30회 45명
◦ 총 8회 917명
◦ 총30회 1,496명
◦ 총572회
◦ 539농가, 교육13회 472명
◦ 교육155명, 방문 115,300명

농촌자원

◦ 4-H회 조직육성
◦ 농업경영인 육성
◦ 농촌지도자회 육성
◦ 생활개선회 육성
◦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생활과학기술교육
◦ 학습단체 및 학교4-H 과제포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 118개조직 4,947명
◦ 11개분야 638명
◦ 20개회 770명
◦ 17개회 740명
◦ 9개과정 332명
◦ 111개소 
◦ 1개소

농기계
◦ 농기계 마을별 순회수리 교육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교육용 농기계 임대사업

◦ 총73회, 수리 557대
◦ 총13회 576명
◦ 총297농가, 650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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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업무계획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울산그린농업대학 운영, 귀농⋅귀촌교육 등 영농기술 교육을 

통하여 자립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양성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소득조사 

및 강소농(强小農) 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에 힘쓸 계획이며,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의 체계적 육성으로 후계영농인력을 지원하고,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업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농촌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마을별 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현장기술 인력양성 등을 시기별로 

실시하고, 농가의 경영비 및 일손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기술지도
가. 기술지도 업무현황

지역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밀농업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검정실,

쌀품질관리실, 병해충예찰포, 농업미생물 배양시설, 조직배양실, 친환경농자재 제조  

실습장, 과수영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식량, 원예,

축산, 과수 등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 조기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험연구실 및 시범사업 추진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27개 사업, 쌀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상담 874건, 토양

정밀분석 2,300점을 추진하여 농가 신소득원 개발 보급에 기여하였다.

<과학영농시설운영⋅시범사업 실적>

분 야 별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작물환경

◦정부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
◦작물환경 새기술보급
◦벼 병해충방제 기술보급
◦토양환경 분석 기술지원

◦우량종자 공급 벼 112톤 외
◦작물환경새기술보급 5개소
◦쌀품질향상기술지원 874건
◦토양시료 분석 및 처방 2,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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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업무계획

정부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 고품질 쌀 생산기술지도 및 병해충 방제기술보급,

토양 환경 분석 기술지원으로 식량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미생물 공급 확대 운영, 씨감자 생산, 조사료 품질검사기반 구축,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각 분야별 새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기술보급교육,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지도 및 과실생산 기술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도시농업
가. 도시농업 업무현황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기술지원과 아름답고 품격있는 울산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태화강대공원 꽃단지 조성, 사계절 초화 양묘생산 공급, 시가지 초화식재 관리 및 

수목양묘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텃밭농장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심함양과 미래세대 농업가치관을 확립했으며, 시가지 꽃 식재사업으로 사계절 

우량초화 3백7십만본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화강대공원 꽃단지 조성 11ha, 시가지 

분 야 별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소득기술

◦원예, 특작분야 기술보급 사업
◦축산분야 기술보급 사업
◦농업미생물 배양시설 확대구축
◦씨감자 생산⋅보급 체계 구축
◦친환경농자재 제조실습장 구축

◦원예분야 기술보급 2개사업 2개소
◦축산분야 기술보급 5개사업 14개소
◦미생물 4종 생산⋅보급(57톤)
◦씨감자 1.6톤, 80농가 시범 보급
◦2연동비닐하우스(760m2)-실습장조성

과수기술

◦과수시험연구 수행
◦농업국지기상분석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기능성 특수과수 신소득작목 육성

◦고품질과 생산 시험 3과제 수행
◦국지기상 분석 8개소(과수 주산단지)
◦과수분야 기술보급 6개사업 12개소
◦과수 표준모델과원조성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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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꽃걸이 4,770m를 설치하여 도심의 유휴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실적>

분 야 별 실     적 세 부 내 용

도시원예

◦태화강대공원 연중 꽃단지 조성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도시민 텃밭농장 운영

◦관상국화 시민강좌 및 작품전시회

◦봄⋅가을꽃단지, 덩굴터널조성 : 11ha
◦3개반(초급 2, 전문 1) 41명
◦1개소 100가구 2,000㎡
◦1개반 29명, 전시회 1회 500여점

양묘생산

◦계절별 우량초화 생산관리 및 공급

◦청사환경정비 및 행사지원용 화분

국화 생산⋅공급

◦연간 총 3,700천본 생산 공급

◦노랑 2호 외 2종 3,000화분

초화관리

◦교량 꽃걸이 설치 및 관리

◦수목생산 및 공급관리

◦무궁화 증식 나라꽃전시회 개최

◦시가지 4개 노선 가로화분 관리

◦7개교 4,770m 설치 및 관리

◦해송 외 43종 18,482주 관리

◦무궁화 전시회 개최(8.13~8.15)
◦시가지 화분 480개 식재 및 관리

다. 2016년 업무계획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텃밭운영 1개소,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국화분재 기술교육 과정 운영 등 도심속의 농업 및 생활원예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도시민에게 연중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태화강 대공원 꽃단지 조성, 계절별 우량초화 생산 공급, 시가지 가로화분, 교량  

꽃걸이 설치관리 및 도시녹화용 수목 관리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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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1. 일반현황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20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거래량은 260톤, 4억 7,700만 

원이며, 시민 1만여 명과 차량 5천여 대가 

이용하고 있다.

<일 반 현 황>                                                                                   (단위：㎡)
위    치 면    적 시 설  규 모

대  지 건  물 도 매 동 소 매 동 부대시설
남구 삼산로 324 41,305 24,757 18,861 2,768 3,128

2. 농수산물 거래 활성화 
우수 농산물 유치와 계통 출하 유도를 위하여 법인에서는 출하자⋅산지유통인⋅

중도매인에게 출하 및 판매 장려금 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수산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거 래 추 이> (단위：톤,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물  량 90,444 86,538 89,314 96,004 94,698

금  액 155,497 168,533 166,250 164,405 174,889

청 과 류
물  량 84,458 80,825 83,761 89,919 88,895

금  액 126,393 140,186 139,950 133,761 145,263

수 산 류
물  량 5,986 5,713 5,553 6,085 5,803

금  액 29,104 28,347 26,300 30,644 2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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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외수입 징수현황
도매시장 사용료는「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제54조에 따라 

시설면적과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소매동 및 부대시설 임대료는「울산광역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도매시장사용료 소매동 임대료 부대시설 임대료 주차요금수입
2011년 1,709,789 843,495 724,027 26,893 115,374

2012년 1,942,100 909,437 801,242 116,020 115,401

2013년 1,949,270 911,191 797,896 118,541 121,642

2014년 1,986,959 809,547 877,588 173,523 126,301

2015년 2,027,596 795,159 958,350 116,765 15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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