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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창조경제

1. 창조경제기획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울산의 주력산업이 최근 세계경제 동반

침체,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심화, 고부가가치로의 전환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2011년 1,015억 달러를 달성했던 수출은 2016년 

652억 달러로 35.7%나 급감하였다. 울산은 수출 중심의 산업·경제구조로 수출 

감소가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소비·고용을 비롯한 각종 지표 

또한 동반 침체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주력산업 성장정체에 따라 우리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투트랙으로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2015년 12월 발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친환경자동차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육성전략을 수립

하였다.

  부생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산업은 전국 수소생산량의 60%(90만 톤)를 생산

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 체제(‘13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를 구축

하였고, 또한 세계 최대 수소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가 최적지인 산업이며, 

「수소에너지 산업기반 에너지허브 구축」이라는 비전으로 부생수소 활용 기반기술 

개발, 부생수소 활용 에너지 자립모델 실증,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보급 인프라 

구축, 수소차 부품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수소에너지산업 Value-chain 

구축으로 2020년 세계 최대 수소에너지 산업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3D프린팅산업 육성은 소재분야인 화학산업 및 비철금속산업과 수요분야인 

자동차·조선·기계산업이 발달한 우리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3D프린팅

산업 글로벌 공급기지」라는 비전으로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구축, 차세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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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의 세부사업을 통해, 3D프린팅 기술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제조공정 

혁신, 중소기업의 사업화와 기술개발 지원,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제조산업 연계 3D프린팅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조선해양산업 위기대응 대책 추진

  지금까지 울산경제를 이끌어오던 조선해양산업이 저유가로 인한 세계경기침체로 

물동량 감소, 선박 및 해양플랜트 발주 절벽 등의 원인으로 수주량이 급감함에 따라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인력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시는 현대중공업 노사 등 관계자와 간담회 후 5월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조선 위기대응 지원단을 구성하고 10대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 결과, 조선

업종 사내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확대, 지방세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현대중공업-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개최, 국제인증 및 마케팅 

지원(75개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울산조선업희망센터 설치, 퇴직자지원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0억 원 교부 등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5개 분야 20개의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한 결과 2016년 

정부추경에 정부 운용 선박의 교체·조기발주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등이 반영되었으며,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선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먹거리산업으로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 발전·저장산업

(친환경플랜트)을 선정하고 2017년부터 세부사업을 본격 추진 할 예정이다.

  그리고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 건립·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유치 

추진 등 조선해양산업 고도화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다. 울산광역시창조경제협의회 운영

  창조경제 관련 민관협력과 지역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2014년 

10월 30일에 울산광역시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6년 10월 30일에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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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창조경제협의회는 창조경제기획분과, ICT융복합분과, 동북아오일

허브분과, 미래에너지분과, 문화관광서비스분과 등 5개 분과 40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제2기 울산광역시창조경제협의회에는 직능별로 행정 4명, 공공기관 5명, 

경제단체 4명, 연구소 5명, 대학교 2명, 산업공학전문가 9명, 금융 1명, 서비스산업

전문가 3명, 기업체 5명, 신문방송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창조경제 관련 민관협력방안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있다.

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운영

  지역 창조경제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대중공업을 

전담기업으로 지정, 2015년 2월 26일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초대센터장 박주철)는 울산대학교 5호관 2층에 조선·해양플랜트, 의료

자동화, 3D프린팅 등 지역특화형 창업지식을 공유할 창조마루와 울산벤처빌딩(4층)에 

입주 및 아이디어 발현 공간 등을 갖춘 융합마루를 마련하여 2015년 7월 15일에 

출범하였다.

  2016년 3월 21일 2대 센터장으로 권영해 센터장이 부임하며 2기를 맞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 후 2016년 말까지 92개사 창업 보육, 137건(93개사) 중소

기업 혁신 지원, 244억 원의 투자 유치, 720건의 법률·금융·특허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말 현재 입주기업 7개와 졸업기업 4개, 입주 

외 기업 81개를 보육하고 있고, 그 중 케이랩스, 아베오시스템 등 5개 기업이 미래

창조과학부 주관 ICT 유망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이엔큐원터치 등 3개 기업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상품 인증을 받았다. 특히 케이랩스는 자사 3D프린터가 

조달청 벤처나라 거래실적 1위를 달성하여 ‘16년 제1회 우수 벤처·창업기업 제품’

으로 선정되었다. 가족기업인 페달링은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

케이션으로 ‘도전 K-스타트업 2016 공모전’에서 전국 6위에 입상하여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상과 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

  또한, 울산대학교 LINC사업단과의 협약을 통해 울산대학교 3 ~ 4학년 9명을 대상

으로 창업인턴학기제를 시행하였고,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해 에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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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십 개발을 위한 239개 벤처·중소기업을 발굴·육성,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21개 중소기업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 신규 등록하는 등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고용부와 협업하여 고용존 운영, 3D테크샵을 통해 

지역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3D프린팅 분야 벤처·중소기업 

육성, 3D프린팅 전문가 육성 등을 추진하였고, 2016년말 UNIST를 추가 전담기관

으로 참여시켜 UNIST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기술창업 네트워크 및 3D프린팅

관련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명실상부한 창업허브와 지역혁신

거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 2017년 업무계획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2016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조선업 보완 먹거리산업(친환경자동차, 친환경플랜트)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선산업 위기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조선기자재기업 현장지원단 운영,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등 조선해양산업 고도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현재의 조선해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에 따른 지역발전방안』 추진과 연계, 우리시의 

전략산업별 육성계획(친환경자동차, 3D프린팅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울산광역시창조경제협의회는 전체회의와 ICT융합분과 등 분과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미래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것이며, 울산창조경제혁신

센터를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 허브이자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여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해외 진출을 돕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 → 중소·중견기업 →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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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융합

  새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전략과 관련 ICT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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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담당이 신설되었으며, 주요업무는 ICT융합산업 발굴·육성 및 연구기반 확충과 

지역 SW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 이다.

  위기에 빠진 조선해양산업의 ICT융합 기술혁신을 통한 조선해양 강국 경쟁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미래부와 사업추진 협약 체결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조선해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대중공업에서 K-ICT 조선해양 융합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2015년 12월 18일 경북도와 공동

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하였고,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국정감사 특구지정 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문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지역 ICT융합산업 육성 중심기관이 필요하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2016년 

11월 2일 설립 개소하였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 받는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3D프린팅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구축사업 등 

6개사업 추진을 통해 제조업 융합 3D프린팅 허브도시 조성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ICT융복합 거점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설립 

타당성조사 대응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ICT 융복합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무인비행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등 드론 활용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우선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드론산업 붐을 조성하였다.

가. ICT융합산업 연구기반 확충

  고부가가치화 선도 및 조선해양 1위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ICT

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사업추진계획 상세 기획 및 

사업비 분담비율 협의, 6월 13일 중앙투자심사, 9월 19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업 주관기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2일 하이테크타운 설계를 공모하였으며, 2017년 조선해양 혁신 기술개발 및 

장비구입을 위해 국비 14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조선해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12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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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본관에서 ICT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K-ICT 

조선해양 융합 선포식을 개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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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공약사업인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201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신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9월 5일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국회 국정감사시 특구지정 검토 촉구, 미래창조과학부에 대정부 건의문 

제출, 시도 경제협의회시 지역 현안사항으로 건의 등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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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의 

ICT융합기술 개발을 주요 연구 분야로 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지원기능을 강화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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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2015년 8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공공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

의견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조사 결과, 정부의 지역분원 설립에 대한 부정적 

입장 반영으로 설립 타당성을 미확보 하였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2016년 12월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타당성 재조사 의결을 받았다. 2017년 4월 ETRI 울산

연구센터 설립 수정계획서를 제출, 타당성조사 실시 후 2017년 하반기 승인 및 센터 

개소 예정이다. 또한 주력산업 연구 개발을 위해 2015년 4월 울산광역시-ETRI 공동

연구실을 개소하였으며 자동차, 조선해양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국비 

24.4억 원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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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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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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으로 개소, 아울러 3D프린팅산업을 우리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재정·세제·

금융·인력·입지 등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해 제조업 공정혁신과 생명공학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고 있다. 

  2016년은 지역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구축사업, 3D프린팅 응용 조선·에너지부품 제조공정 기술개발, 

3D프린팅 수요연계형 제조혁신 기술지원사업, 3D휴대용 스캐너기반구축사업, 저변 

확대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해 UNIST ‘3D프린팅 첨단기술 연구센터’를 개소

하였으며 중소기업 25개사에 61건의 기술지원으로 2건의 특허 출원 등 주요 성과를 

이루어 3D 프린팅이 실직적인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다. 지역 SW산업 육성

  21세기에 들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IT산업은 단순한 IT산업이 아니라 

융합의 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십(ship)’,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자율주행 자동차’ 등 IT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이 급격하게 확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우리시는 지역 주력산업에 기반한 ICT융합사업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산학

연관 협력으로 포럼·세미나·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왔으며 이는 지역 IT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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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창조경제

292 • 2017 시정백서

  2016년 12월 울산대학교에서 IT분야 산·학·연 관계자 및 시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의 최신 IT기술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수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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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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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가 선정되어, 2016년

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차세대 도어트림 조립 공정을 위한 형상 가변 Pin-Jig 

설계 및 자동 재구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라. 벤처기업 육성

  우리시의 벤처기업 수는 2016년 말 현재 462개사로 전국 대비 1.39%를 차지

하고 있다. 울주군이 197개사로 전체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구(109개사), 

북구(100개사), 중구(48개사), 동구(8개사) 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49개사로 

전체 75.5%를 차지하고 있고 IT·SW(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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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주요성과로는 벤처·중소기업에 홍보물·광고 제작 25개사, 시제품 제작 

8개사,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지원 15개사,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90개사 90개 

기술과제,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 7개사 등 총 145여 개사 벤처기업을 지원하였다.

마. 2017년 업무계획

  ICT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성장한계 돌파를 위해 ICT 융복합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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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울산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2017년 하반기에 

개소할 계획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

화학 분야 ICT 융·복합 기술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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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융합 3D프린팅 허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기 추진하던 3D 프린팅 육성

사업 6개 사업과 벤처기업이 집적화 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특화산단을 

조성 계획이며, 조선·에너지 부품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품질평가 센터, 전문

인력 양성센터,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총 11개 사업 228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IT/SW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을 지원하고, 조선해양 ICT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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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육성, 국내 마케팅지원, 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및 사업 확대, R&D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3. 경제협력

가. 주요성과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산업수도 울산의 자긍심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산업·경제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분야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120만 울산시민과 근로자들이 합심 노력하여 잘 극복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들 3대 주력산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구심이 되는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며, 울산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이다.  

  ‘3대 주력 산업의 날’, ‘울산 산업 주간’, ‘산업문화 축제’를 통해 현재의 울산을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을 구상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해외 전문가를 초청한 학술

세미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매년 보강하여 시민, 학생, 근로자가 함께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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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업인들의 계약·상담 등을 지원할 비즈니스 공간을 KTX서울역 4층에 

개설하여 2015년 1월부터 울산·부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6년 12월말 1,010회 3,222명이 비즈니스라운지를 이용하였다.

 울산시는 2016년부터 울산시민들의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은 초, 중, 고등 학생들과 경제에 관심이 있는 주부 등 다양하다. 2016년 

실적은 14개 기관 2,822명을 대상으로 75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3대 주력산업의 날 운영 현황 >

구분 제10회 화학의 날 제10회 자동차의 날
제10회 조선해양의 날

(조선해양축제)

기간/장소
3.22.(화) 11:00~20:30/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UNIST 대강당

5.25.(수) 11:30~16:20/
울산그린카기술센터

6.28.(화) 현대중공업 영빈관
7.22.~7.24.(3일)/

일산해수욕장 일원

행사내용
기념식, 글로벌 리더 
초청강연회, 

중소화학기업 심포지엄

기념식, 그린카기술센터 
개소식, 미래자동차 
발전방안 세미나

기념식, 조선해양산업 위기 
대응 발전방안 세미나(6.28.)
조선해양축제(7.22.~7.24.)

화학의 날 기념식 자동차의 날 기념식 조선해양의 날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위 치 참여기관 운영시간 추진사항

KTX서울역 4층
울산시·부산시·경남도

울산·부산·창원상공회의소

09:00 ~ 22:00
(일, 공휴일 제외)
※ 토요일 

09:00 ~ 21:00

울산·부산 운영에서 
경남도 4월 

업무협약으로 참여

나. 2017년 업무계획

   2016년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기업활동 지원 및 경제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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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근로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울산산업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기업인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울산·부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3회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 영남권 경제관계관 회의, 한·중·일 11개 도시가 

경제교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국제비즈니스부회를 울산에 

유치하여 글로벌 기업을 품은 울산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제포럼, 지역경제교육 강화, 여성CEO MBA, 여성경제인 경영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인과 시민들의 경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서비스산업

  그간 국내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액 및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이 ‘11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제조업·수출 

중심의 지역 경제 구조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 기반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제조업 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제조업의 

수익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고 울산지역 산업현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창출이 절실하다.

  또한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간의 융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자 서비스산업담당을 2016년 6월 30일자 신설하였다. 

   

가.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칼 산업 기반 구축

   1) 게놈 코리아 울산 프로젝트 

    가) 게놈 코리아 울산사업 선언

  세계 최고의 게놈기반 진단, 의료산업화를 목표로 생명공학 및 의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 개개인의 게놈(유전체)*을 정밀히 해독, 분석하고, 맞춤의료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우리시는 UNIST, 울산대학교, 

울산대병원과 함께 ‘게놈 코리아 울산’ 사업을 선언하고, 미국 하버드 의대와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5년 11월 25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 게놈 : 유전자를 의미하는 ‘gene’과 염색체를 의미하는 ‘chromosome'의 합성어로 한 개체 

유전정보의 총합을 의미하며, 바이오 빅데이터의 핵심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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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의 ‘게놈연구소’와 울산대병원의 ‘울산게놈연구소’가 공동 수행하는 본 연구 

사업은 일종의 ‘국민게놈’ 사업으로, 초대형 한국인 게놈 표준정보를 생산, 가공하여 

게놈빅데이터를 도출하고, 2차, 3차의 고부가 가치 데이터(오믹스* 정보)를 창출할 

예정이다.

   * 오믹스 : 게놈에서 파생된 대형 정보체를 체(옴, ome)이라고 하며, 모든 체들을 게놈과 같이 

분석하는 첨단 융합 생명과학 분야.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외유전체, 미생물군체 등이 있음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한국인 게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참여자의 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결과물인 방대한 유전정보는 많은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관, 연구소, 기업들에 

고급 빅데이터로 제공된다.

  게놈 산업은 ‘바이오의 반도체’로 불리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융합산업이다. 

게놈을 활용한 맞춤의학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대형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영국, 중국 등 선진국과 함께 글로벌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시장의 리딩 국가대열에 합류하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저성장 침체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과 울산의 위기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전략 발표회 및 제1회 게놈 코리아 컨퍼런스 개최

  2015년 12월 17일 UNIST(본관 경동홀)에서 정부부처,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기업, 투자자를 초청한 가운데 울산의 미래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전략안 발표회 겸 

제1회 게놈 코리아 컨퍼런스(Genome Korea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다) 게놈 코리아 유전자 기증식 개최

  ‘게놈 코리아 울산 사업’ 착수의 상징적 의미와 향후 3년간 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시민 1만 명의 자발적인 유전자 기증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10월 5일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게놈 코리아 유전자 기증식’을 개최하였다.

< 게놈 코리아 유전자 기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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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2회 게놈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개최

  최신 연구 동향 파악 및 미래 지향적인 유전체 연구 방향성 예측으로 게놈 코리아 

프로젝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제2회 게놈코리아 국제 콘퍼런스(Genome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11월 30일 UNIST(본관 경동홀)에서 개최하였다.

   

2)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게놈기반 바이오 메디컬산업육성 사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하였다.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은 울산중추도시생활권에 속한 울산시가 주관

하고 밀양시의 참여로 2016년 9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 37억 

원 중 국비가 29억 6000만 원(80%), 지방비 7억 4000만 원(울산 7억 원, 밀양 

4000만 원)이 투입된다. 총 1,000명(울산시민 800명, 밀양시민 200명)의 혈액을 

연차별로 채취해 유전체를 해독·분석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국비 7억 1,800만 원을 포함해 8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선 

울산시민 100명에 대해 게놈을 해독·분석하였다.

<  1차년도(2016년) 사업 추진성과>

구   분 성   과

사업 참여자 건강리포트 
제공 및 인체유래물 뱅킹

• 총 100명(100%, ‘16. 11. 18. ~ 12. 29.)

게놈건강 리포트 개선
연구사업

• 30명 다중오믹스(유전체, 후성유전체 전사체) 해독 진행
• 암 환자 대상 CTC(Circulating tumor cell) 분석 연구 
디자인 및 시료 채취 프로세스 셋업

• 폐암 및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CTC 분석 94건 완료

나. 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 추진

  지역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전체 사업체수의 87.82%, 종사자수의 57.13%로 양적

으로는 서비스경제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사업체수 대비 종사자

수의 비율이 높다.   * 제조업 : 사업체수 8.25%, 종사자수 36.54%

  제조업(65.74%)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액 비율(26.15%)은 미약하나, 

2011년 이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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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액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액이 제조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울산은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이 서비스산업 보다 높은 제조업 중심 도시임을 알 수 있다.  

* 전국 : 제조업(407조원, 30.1%), 서비스업 (815 조원, 60.2%)/ 울산 : 제조업(34.7조원, 65.7%,   

   서비스업(13.8조원 26.1%)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경우 전국, 울산 모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등 전통서비스

업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제조업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사업체수: (전국) 도소매업(30%), 숙박음식업(21%), (울산) 도소매업(28), 숙박음식업(25%) 

  종사자수: (전국) 도소매업(20%), 숙박음식업(14%),  (울산)도매소매업(18%), 숙박음식업(16%)

  우리시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굴뚝 없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2016년 3월 「2030 울산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총 211개 유망서비스 사업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토대로 울산서비스산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16/‘17 지역서비스 산업 

우선 육성 사업 5개를 선정하였다. 5개 사업으로는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지역

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전통시장 야시장 육성,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기반 강화, 해양레저 커뮤니티파크 조성사업이다.

  지역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선도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를 방문하여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울산콜로키움을 개최(‘16. 9. 7.)하여 기업체 방문하는 

외국인 상대 카쉐어링 운영 및 제품 실용화 공간 공유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확산되면서 ‘공유경제’가 큰 이목을 끌고 

있고, 이미 미국의 경제전문지 Time은 2011년 5월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아이

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선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우리시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브라운 백미팅(‘16. 

10. 17.)을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하여 수소차를 활용한 카 쉐어링 추진 및 KTX

역 등 공유 주차공간 확보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울산형 공유경제 모형개발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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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17년 업무계획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및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08억 원

(국비 89, 시 19, UNIST 현물출자(민자건물 내 공간 제공))중 ‘17년 29억 원(국비 

17억 원, 시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UNIST 민자건물 융합공간 내 게놈산업기술

센터를 구축하고, 전체 사업물량 1만 명 중 1천 명에 대해 임상정보를 기반 한 전장 

게놈을 해독할 예정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원 중 ‘17년 14억 원을 투입하여 600명의 주민(울산 500, 밀양 100)들에게 게놈기반 

건강리포트를 제공하고 인체유래물을 뱅킹하여 울산 1만 명 게놈프로젝트 수행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5월까지 게놈을 기반한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여 울산지역 특성화 과제 및 유망기술을 선별, 도출하여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도출된 과제 및 유망기술별로 실행 가능성 있는 연차별, 단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울산전략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울산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연계를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산업 추진 과제 발굴한 것을 토대로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울산의 특화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현과제를 도출하고 

2018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소재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제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사업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업체 DB 구성하고,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 컨설팅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통신업, SW개발, R&D 

지원서비스업, 컨설팅, 디자인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R&D) 기획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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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정책방안, 

울산형 공유경제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식 조사 분석도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공동체 의식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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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진흥

1. 산업정책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발원지로서 자동차·조선·화학 등의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국가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울산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기반경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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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까지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어 우리시의 5개 산업군인 수송기계융합

부품, 정밀화학, 엔지니어링플랜트, 에너지소재, 환경 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지역 주력산업인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에너지

부품, 조선기자재, 환경 산업 등 5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 육성하였으며, 시·

도간 연계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권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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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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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는 

주력산업 육성사업,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연고·풀뿌리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과 산업현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5개년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산업을 지자체 주도로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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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2016년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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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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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
친환경 고부가가치 환경기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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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산업
(3개)

친환경 건설자재개발 

실용화
친환경 건설자재 개발 및 실용화

3D 프린팅 소재개발 3D 프린팅 소재개발 및 사업화

산업부산물 제품화 산업부산물 고부가가치화, 풀뿌리기업 육성

  나. 국립산업기술박물관건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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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하에 시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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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유치가 확정된 후, 2014년 「울산 건립 타당성 기본용역」과 부지 선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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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다.

  2016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진행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말 

준공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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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업무계획

  2017년에는 지역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주도의 고용창출형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경제협력권

산업(시·도협력), 주력산업(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

부품, 환경), 연고·풀뿌리산업 등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2030울산산업기술 로드맵 수립’ 후속으로 로드맵의 실현성 강화로 지역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과 지역의 기업특성조사, 정책수요조사, 사업기획, 투자계획, 

개별사업 도출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운영, 사업

성과 관리 과정에서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자동차·조선

가. 자동차산업

  우리시는 연간 154만대 생산규모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 290여개의 

자동차부품업체가 밀집하여 국내 자동차생산의 20.5%를 점하고 있으며 동남권 수송

기계산업의 거점지역으로서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 집적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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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동차산업 현황〉
                                                                   (단위：개, 명,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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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8,902만대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 시장인 중국은 판매량이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0.1% 증가에 

그쳤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1.8% 감소한 262만대, 내수 판매는 

0.4% 감소한 183만대로 집계되었다. 생산은 423만대로, 전년 대비 7.2% 감소하였으며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세계 순위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유지해오던 5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6위를 기록했다.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단순운송 수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등 지능형 운송수단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 및 지능형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집중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울산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생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 분야가 지역전략산업 및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 최대 부생수소 생산도시로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확산을 통한 저탄소 수송시스템 기반 구축 및 수소경제 선도 도시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33대를 

실증운행하였고 수소충전소 2기를 설치하여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7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5년

부터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1,000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2기 설치를 

목표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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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그린 자동차 산업 클러스

터로의 도약을 위해 2011년 녹색성장 정책 출범과 함께 우리시는 “그린 전기 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2016년까지 국비 

729억 원, 시비 129억 원, 민자 163억 원으로 총 1,021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 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연구기반인 울산그린카기술센터를 우정혁신도시에 

5월 25일 개소하고 전기 자동차 관련 핵심 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울산그린

카센터는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15,282㎡의 규모로, 기업연구소,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친환경 자동차관련 R&D 및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그린전기자동차 부품 R&D 및 연구기반 구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67억 원의 예산으로 기획한 “그린 

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으로 

그간 R&D를 통해 개발된 부품의 상용화 및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자동차 시장

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조선해양산업

   2016년 누적 세계 선박발주량은 1,117만CGT, 건조량은 3,450만CGT로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71%, 7% 감소한 수치다. 발주액 또한 335억 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175만CGT으로 세계 2위, 건조실적은 1,230만

CGT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우리 시는 세계 최대 조선회사이자 한국을 조선대국으로 견인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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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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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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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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하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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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을 통하여 어려운 시장을 잘 극복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2015년 12월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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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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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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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에 국·시비 222억 원을 투자해 2018년 울산테크노일반

산업단지에 구축할 계획에 있다.

  우리 시는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해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사업, 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 그리고 경제협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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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장 선점, 고부가

가치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세계 트렌드에 발맞추어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한다.

3. 화학산업 고도화 및 신소재산업 육성

  2014년도 울산 지역 내 연간 화학 산업 생산량은 115조 원이며, 2015년 기준 

수출액은 2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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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성장 동력산업과 어우러진 

화학 산업 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다.

가. 울산 화학 산업 현황

  국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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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

베이션, 국내 3위의 LG화학을 비롯 S-OIL,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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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
터가 울산항과 인접하여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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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울산 3대 주력산업 분포 : 한국 산업수도 울산은 북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클러스터, 동구의 조
선클러스터, 남구 울주군의 화학/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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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영남본부, 

유망기업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기술혁신동을 2009년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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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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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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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연구본부를 개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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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정밀화학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해 나갈 

국내 유일의 화학산업 종합 연구단지 모습이 갖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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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e Chemical Material and Technical Institute)는 2007년 3월 22일 개원한 

이래 분석평가 및 시험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축 등 효과적인 기업지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특화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기능은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 대등 화학산업 분야별 신규 사업기획, 미지시료 

정성·정량분석, 스케일 업 및 시제품 생산, 기술기획에서부터 실용화기술개발에 

이르는 산학연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와 동시 개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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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500개 업체, 10만여건의 이용

실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R&D분야를 전담하게 되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연구본부는 R&D를 

기업체 제품개발과 생산에 연결하는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울산시와 

한국화학연구원은 공동 연구사업비 117억 원으로 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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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연구원의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지역 화학기업체에 이전하는 R&D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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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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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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map project for Ulsan Petrochemical Industry)이 2010년말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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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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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이 석유화학단지, 여천단지, 용연용잠단지, 온산단지 75개사를 중심으로 1단계

(‘11 ~ ‘13), 2단계(‘14 ~ ‘16), 3단계(‘17 ~ ‘20) 10년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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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받고 있다.

  주)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바이오화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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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화학실용화센터를 건립했다.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가 중심이 되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와 제품화에 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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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화학 실증화 단지, 산업단지를 통해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자동차, 

전자, 의류 등 산업전반에 감성소재, 경량화소재를 공급하여,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솔선하고 울산의 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해 갈 계획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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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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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씨에스케미칼, 워켐 등 15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그간 울산은 세계적인 화학산업 도시로서 석유화학 컴비나트 등 우수한 산업시설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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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5㎡ 규모의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를 2013년 3월에 착수해 2016년 5월 개소하여 

공단 내에 교육, 회의, 식당 등 편의시설과 금융, 휴게, 사무공간 등의 기업지원시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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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기지’로 조성하여, 정밀화학 산업단지의 표준모델을 제시함

으로써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밀화학 기업의 산업용지난 해소와 제2, 

제3의 첨단 정밀화학 전문단지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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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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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의 5대 산업 기반인 뿌리기술을 지원할 “뿌리산업 ACE기술 지원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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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총사업비 212억 원 중 2016년 국비 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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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업무계획

  우리시 화학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은 크게 전략산업인 정밀화학산업 육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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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울산시는 울산대, UNIST, 울산과학대학, 울산테크노파크 등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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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시간 내 생산기반에 접목되고, 강소형 기업 창출을 주도하는 ‘산학융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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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계획이다. 

  울산산학융합지구는 1,012억 원(국비 157억, 시비 252억, 울산대 등 603억)이 

투입돼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단 내 부지 74,798㎡, 건축연면적 29,102㎡ 규모로 

2015년 9월 착공, 2017년 12월 준공 및 개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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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 전북 군산, 

경북 구미, 전남 대불, 충북 오송, 충남 당진, 경남 창원, 부산, 전남 여수, 인천, 제주, 

전남 나주 등 13개 지구 중 최대 규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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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인프라, 스마트스팀네트워크 구축사업, 학남 정밀화학 소재부품단지 조성 등 

100대 액션플랜를 추진했으며 2016년부터 Post-PUPI 즉 울산미래화학산업 발전

로드맵은 석유화학 뿐 아니라 바이오 화학, 나노, 에너지 등 화학산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으로 올해부터는 세부 과제 도출로 침체된 울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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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화학분야는 전북 새만금 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2016년 3월 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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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 뿌리 ACE기술 지원센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등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지원 기반들을 통해 지식기반 강소형 화학기업들을 지속 육성

하여 울산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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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는 산학 기술개발지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사업에 각각 총사업비 

10억 중 시비 2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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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는 국내 출원 지원 실적 107건, 해외 출원 지원 실적 50건, 선행기술

조사 지원 20건, 맟츰형 특허맵, 시물레이션 제작, 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 실적 

등 58건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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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도 글로벌 IP 기업육성, IP 창출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타기업을 중점 육성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 9천 5백만 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지원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최근 6년간 지역별 지식재산권 출원현황〉

구 분
특허·실용신안·브랜드·디자인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 울 120,548 128,734 138,642 133,681 145,345 127,465

부 산 11,531 11,705 12,894 13,548 14,673 13,080

대 구 9,787 10,325 12,035 12,793 13,796 11,742

인 천 14,079 13,895 15,162 15,298 16,435 14,017

광 주 4,694 5,695 5,320 5,891 6,472 5,787

대 전 14,339 15,806 16,017 15,995 16,232 14,125

울 산 4,312 5,797 5,629 4,443 4,109 3,535

  주) 특허청 통계자료(‘16년은 11월 기준임)

다. 과학문화행사 추진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래과학자의 꿈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5차례 강연이 개최되었다.

  또한 미래 유명산업인 로봇분야 과학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세계적

인 과학인재 배출을 위하여 해마다 ‘울산로봇경진대회’을 개최하고 매년 ‘신나는 

과학체험마당’ 및 ‘과학기술제전’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체험교육을 통한 과학

기술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6년 과학문화행사〉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일시 장 소 대상(참가인원)

제8회 신나는 
과학체험 마당

과학체험부스, 
과학놀이터 등

  5월 7일
~ 5월 8일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학생 및 일반인
(15,000여명)

제11회 
과학기술제전

과학·수학체험 활동 
부스 및 프로그램운영

 5월 20일
~ 5월 22일 울산과학관 학생 및 일반인

(68,000여명)

제14회 UCI로봇 
경진대회 로봇경진대회 5월 15일 울산종하체육관 학생

(300명)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

과학기술 명사 
초청특강

4월~12월
중(8회) 시청대강당 학생

(3,3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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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산업 육성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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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친환경 및 청정생산기술 혁신과 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토탈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환경산업 육성·지원

   청정공정기술 및 자원순환기술 등 규제환경규범 대응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역에코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환경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국제환경규제 및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지역기업의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체계 구축 유도를 위한 지역에코

혁신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중화학유래 유무기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통해 폐자원을 재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원재생사업을 고부가가치의 원료로 제재조하는 기술개발로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한 매출증대로 이어져 자원순환사회가 지역 

발전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마. 2017년 업무계획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R&D사업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지난 해 개소됨

으로써 지역의 R&D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과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민과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기술 중심의 기업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품질혁신활동의 우수개선사례를 

발굴·보급하는 울산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를 통한 친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 및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지역 과학꿈나무들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 도시로의 확고부동한 추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성공모델을 해외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삼아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발굴 

및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로드맵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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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에너지산업

1. 에너지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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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융합이 

용이한 전·후방 산업 집적화 등 수소기반 전지산업 육성의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주력산업인 대규모 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과의 융합 및 수소와 에너지 

소재/부품 산업관련 융·복합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반이 취약하여 성장 

침체기에 접어든 주력산업의 업종 고도화와 에너지산업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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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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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32억 원(국비 216, 시비 156, 민자 60)으로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수소품질인증센터, 수소연료전지 실증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과 

실증화·상업화 기술을 개발하는 R&D사업으로 구성되어 2019년까지 총 5년간 추진

될 예정이며 울산테크노파크가 총괄 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분산전원 시스템 적용에 따른 송전설비 및 송전로 건설비용 절감효과뿐 

아니라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에너지의 산업화를 앞당기고 새로운 

융복합 창조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수소연료전지차 실증도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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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차 육성의 최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영 가능한 충전시설이 전국 10개에 

그치는 등 기반 구축이 미흡, 국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2016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차량 25대를 보급하였고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충전소 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2개소는 설치공사 중이다. 앞으로 2020년까지 수소

연료전지차 4,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2개소를 구축, 수소연료전지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 울산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 운영

  차세대 국가 신성장동력의 주력업종으로 각광받는 2차 전지산업은 자동차,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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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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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 74건, 기업체 기술이전협약, 다수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등 가시적인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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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고 있다.

  이 외에도 ㈜엘바텍, 에스티엠㈜, ㈜에스제이신소재, 삼성SDI㈜, 솔베이케미칼㈜, 

㈜후성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지산업으로 

업종을 다각화 및 융합화하고 있으며, UNIST에서는 산학연 공동프로젝트를 통한 

맞춤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전지업체와 부품 소재 업체와의 산학협력으로 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도 건립하고 있다.  

라.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울산시는 세계 최고수준의 차세대전지 핵심기술 개발, 관련 소재산업 거점화, 

지역산업의 다각화 및 융합화를 통한 신성장 산업창출 지원을 위해 전지분야 

전담연구기관인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

분원)」를 건립중에 있다.

<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KIER) 운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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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11,900㎡로 본관동, 실험동, 기숙사 등을 갖추게 될 「울산 차세대전지종합

지원센터」는 에너지기술 분야 생산 및 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에너지단지로서 

2018년 준공예정이다. 이차전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등 차세대 전지분야 중심의 

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이전을 통해 우리 지역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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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구축

  신재생 에너지저장 전원 및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산업의 울산지역 거점기관 

육성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3년 6월부터 「그린

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UNIST 내 위치한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는 총사업비 225억 원(국비 190, 

시비 20, 민자 15)의 규모로 고용량/고출력 리튬이차전지용 Li-rich계 양극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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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기업 기술지원, 공동연구 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녹색기술 및 첨단융합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혁신소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 원전산업 육성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 90기 수출과 신규 원전수주 4,0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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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완공되어 2016년 12월 20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신고리 원전 4호기는 2018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또한 2016년 6월 27일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21년 3월(5호기), 2022년 3월(6호기)에 각각 준공 예정됨에 따라 울산지역 

원전 안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새울원자력본부가 2017년 1월 출범된다.

  우리시는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600억 원)를 

개교하여 2016년 51명(국내 23, 해외 28)의 원자력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원자력 

교육과정 신설 지원사업으로 원전 IT융합지원센터 운영(451백만 원) 및 UNIST 

원자력 고급인력 양성사업(1,108백만 원)을 추진하였다.

  원전 핵심기자재 및 부품에 대한 인증을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원전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업비 8,282백만 원을 투입하여 원전기자재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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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원전 해체산업 선점과 원자력기술 기초·원천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원자력선진기술 연구센터를 설립, 2016년 11월부터 UNIS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해체산업 진입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 및 에너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울주군 

공영개발로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일원에 사업비 총 2,79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이다.

사. 에너지 부품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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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에너지소재분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 주관으로 기술지원 3건, 사업화 지원 4건, 인력양성 

1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술역량 강화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신제품 개발과 품질 고급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 에너지 공공기관과의 연계 협력

   1) 친환경 에너지허브 조성사업

  우리시는 2016년 6월부터 우리시에 이전한 에너지사업군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강화를 위해 IoT기반 건축물 전력장치 

개발 등의 기술개발 및 친환경에너지기업 전문가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허브 조성사업」을 추진, 기술개발 및 친환경에너지 핵심 기반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의 기반강화와 기업지원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2) 에너지포럼 운영 지원

  또한 울산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연계 육성방안 추진을 위해 에너지경제

연구원, 한국 동서발전, 울산대학교 등 공공기관, 기업체, 학계 등이 모여 2016년 8월 

「울산 에너지포럼」을 출범하였다. 지역 에너지 관련기관, 기업 및 단체 CEO, CTO, 

관계전문가를 초청, 「2016년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전망」등을 강연하였으며, 12월에는 

울산 에너지포럼 설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시장 및 동향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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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통해 지역에너지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정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자. 2017년 업무계획

  우리시는 수소, 전지,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에너지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사업」은 기반 구축 사업인 배관망 공사와 건축물 

축조 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수소생산, 연구, 품질 인증 및 사업화가 가능한 전주기적 

수소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거점화로 울산 

제2의 산업 부흥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차 실증도시 기반구축사업」은 차량 57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개소를 설치하여 인프라 구축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분야의 경우 융합기술 공동연구, 기업연계 연구개발 사업화 과제도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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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추진하고, 전지분야 전담연구기관이 될 「울산 차세대전지 종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상반기에 건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전산업 육성 및 원전 해체산업 선점과 원자력기술 기초·원천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울산지역에 적합한 원전산업 

육성발전 모델을 새로 수립하여 사업화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울산 에너지포럼」 운영본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에너지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략적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로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 동북아 오일허브

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개요

  오일허브는 석유저장시설을 갖추고 석유(원유와 석유제품) 현물·선물·장외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물류 주체(정유사, Trader, Tankage 사업자)들의 거점이다. 실물 

거래를 바탕으로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까지 이루어지는 석유 물류거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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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허브 개념도>

  전 세계적으로 북미 걸프 연안,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안트워프), 싱가

포르를 중심으로 3대 오일허브가 형성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2015년 세계 

석유소비량의 19.9%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소비와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세일오일 등 석유공급원이 다양화

됨에 따라 석유 물류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항만 조건, 석유화학 인프라가 우수하여 오일허브로서 

최적지인데, 정부는 울산에 세계적인 석유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은 정유사와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고 우리

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32%를 생산하고 있는데다 울산항은 연간 약 1억 6천만톤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4대 액체물류항이어서 석유거래 중심지가 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2조 1,4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울산신항 일원에 2,663만 배럴 규모의 상업

용 석유저장시설을 조성해서 석유 물류거래를 활성화하고 금융허브로 나아간다는 계

획이다. 1단계 북항, 2단계 남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매립, 방파제 건립 등 하부 

공사와 상업용 저장시설 건립 등 상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서 동북아 석유 

물류시장을 선점하고 석유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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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시설 공사 개요>

구  분 계 1단계(북항) 2단계(남항)

부지면적 906천㎡ 302천㎡ 604천㎡

저장규모 2,663만 배럴  813만 배럴 1,850만 배럴

사 업 비 2조 1,471억원 7,666억원 1조 3,805억원

선석규모 8선석 / 1부이 5선석(1만/3만/5만x2, 12만) 3선석(20만x3) / 1부이

사업기간 ’10 ~ ’25 '10 ~ '19 '17 ~ '25

  2016년 12월 현재 1단계(북항사업) 하부공사는 울산항만공사가 맡아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2월 상부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한 SPC(코리아오일

터미널)가 설립되어 현재 투자 자본 모집이 마무리 단계이며 EPC1)업체를 선정하였다. 

상업운영은 2019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2단계(남항사업)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201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조감도>

나.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탱크터미널이 완공되어 

상업 운영이 개시되는 등 물류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오일 트레

이더와 가격평가기관, 청산소 유치 등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물류와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1)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일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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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을 통해 트레이더의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 법안은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종합보세

구역 내에서 석유의 혼합·제조 등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리 시는 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유관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설명회를 개최(3회)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석유 트레이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물류거래 연구를 위해 울산과학기술원

(UNIST)내에 설치된 「국제 에너지트레이딩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2015년~2021년 34억 원). 동북아 오일허브 투자유치 심포지엄을 개최(2016.6.21. 

서울 웨스틴조선호텔)하여 북항·남항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

했으며, 「제6회 에너지 트레이딩 컨퍼런스(2016.10.25. 울산롯데호텔)」에는 국내외 

석유·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북아 석유시장의 이슈와 과제, 에너지 원자재 

시장 동향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특구 지정에 대한 연구(울산발전연구원)」를 통해 허브 내에서의 

일괄적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등 지원시책 추진 방안을 연구했다. 해외 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단을 파견(2016. 10. 4. ~ 10. 11. 네덜란드, 스웨덴)하여 

유럽의 트레이딩 업체를 대상으로 울산 오일허브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등 오일허브 물류 거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2017년 업무계획

  2017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동북아 오일허브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남항, 북항 조성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석유 

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1단계 사업인 북항 하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코리아오일터미널의 지분 구성을 

확정지어 상부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2단계 남항사업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화 해 나갈 것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협의회」와 「행정지원 TF」, 「창조경제협의회 오일허브 분과」등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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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오일 허브 물류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정책 포럼, 국제 심포지엄  등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트레이딩 전문인력 및 연구센터 

지원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세계적 석유 물류 트레이더사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울산 오일허브를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에너지 수급관리

가. 에너지원의 수급

  우리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된 에너지 다소비 도시로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0.9%를 소비하고 있다. 석유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력, 

천연 및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석탄 순으로 이어진다. 사용형태로는 산업용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송용, 가정·상업용, 공공용의 순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산업화시대에는 산업용으로는 석탄과 석유제품, 

가정용으로 연탄과 석유류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발전용으로는 

원자력, 가정용 연료로는 LPG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연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양화되었으며 사용시 

편리하고 안전한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LNG)가 도시가스로서 전국적으로 배관망을 

통하여 가정으로 보급되고 있다.

나. 석유류 공급

   1) 공급업소 및 소비현황

  울산 지역에는 국내 석유정제 능력의 49.3%를 점유하고 있는 정유사 2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소는 대리점 27개소, 주유소 258개소, 일반판매소 18개소 

등 총 311개소가 영업중이다. 석유판매업소의 석유류(휘발유·경유·등유) 소비물량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2)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우리시는 구·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를 대상으로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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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간대와 공휴일에 중점적으로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위주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내용은 한국석유공사 운영 유가가격

정보 홈페이지(오피넷) 및 일간지 등에 공표하고 있다. 

 < 민생용 석유류 소비현황>
                                                                                (단위：천Bbl)

구  분 계 휘 발 유 등  유 경  유

‘10년 7,366 1,765 392 5,209

‘11년 7,374 1,810 313 5,251

‘12년 7,344 2,012 371 4,961

‘13년 7,311 2,046 297 4,967

‘14년 7,366 2,057 309 5,000

‘15년 7,567 2,048 273 5,246

‘16년 8,269 2,240 349 5,680

< 석유판매업소 현황>
(단위: 개소)

계 주유소 일반·용제대리점 일반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용제판매소

311 258 27 18 2 6

< 석유품질 위반업소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개   소 9 13 7 15 8 5 3 4

다. 도시가스(LNG) 공급

   1) 시설현황 및 공급실적

  2016년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전체세대의 91.8%인 418,012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74.6%, 가정용 18.2%, 영업용 4.9%, 기타 2.3%의 순이다. 

또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는 울산의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황>

구   분 본  관 공  급  관
정  압  기

지구 정압기
지역 전용

시설현황 482㎞ 1,248㎞ 156개소 333개소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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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공급실적>                                                                                 (단위：천㎥)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공  급  량 1,618,812 2,154,207 2,725,126 3,027,406 2,431,745 1,618,172 1,530,570

공급세대수 326,429 345,653 364,250 377,025 394,558 409,472 418,012

   2) 도시가스 공급계획

  우리시는 (주)경동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을 2020년까지 46만 

9천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 평균 4,193천㎥의 천연가스가 울산 전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LPG는 프로판(가정용, 취사용 등)과 부탄(차량용)으로 나누며, 프로판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차량용 부탄도 LPG차량의 감소와 함께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LPG가스로 인한 사고는 2014년 1건을 제외하면 안전

의식 강화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우리시에는 집단공급 3개소, 충전 36개소, LPG 판매 85개소, 저장14개소 등 총 

138개소의 공급업체가 있고, 2016년 프로판 22,689톤, 부탄 67,111톤을 각각 공급

하였다. 

< LPG 공 급 현 황 > (단위：톤)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98,085 109,726 97,497 98,656 91,072 89,800

프로판(가정용,취사용) 23,369 29,262 26,054 24,812 24,599 22,689

부  탄(차량용) 74,716 80,464 71,443 73,844 66,473 67,111

마. 연탄 공급

  우리 지역에는 연탄 제조업체가 없고 인근 경주의 1개소에서 지역의 7개 판매소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2016년 연탄 소비량은 4,948톤으로 전년 

대비 12.7%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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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사용가구 현황>                                                                         (단위：가구, 개소)

사용가구
지  역  별

판매업소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50 34 35 9 17 55 7

※영업장 제외
< 연도별 연탄소비량>                                                                                   (단위：톤)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소 비 량 9,148 8,302 7,788 7,434 7,318 7,812 6,595 5,666 4,948

바. 전력 생산

  울산지역에는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발전설비는 

총 3,275MWh로서 전국 발전설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 발전량은 

총 9,962GWh로서 전국 총발전량의 1.9%를 점유하고 있다.

 4.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 태양광 보급사업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

사업」으로 71가구, 「민간·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240㎾)으로 울산

종합운동장 등 2개소,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58㎾)으로 남구 신정4동 주민센터 

등 6개소 등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였다.

<주택지원사업(그린홈) 현황>         
    (단위:가구)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태양광 635 105 111 171 34 58 92 64

태양열 237 10 11 14 178 8 10 6

지  열 1 - - - - - - 1

나.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

  소외 계층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자립기간 기회를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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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저소득층 53

가구에 128kw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

하고 있다.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원가구 53 5 10 5 10 10 13

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전력 피크부하 및 블랙아웃 대응, 에너지 비용절감 등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개기업(현대자동차, 고려아연, 한국동서발전) 및 UNIST가 참여하여 

2016년 10월부터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20개소에 「에너지 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 

연간 7억 7천만 원의 에너지 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라. 2017년 추진계획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이다.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시는 2017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3개소, 「주택 지원 사업」

중 「그린빌리지(마을단위)사업」 500가구, 「그린홈(개인주택) 사업」 90가구, 「미니

태양광 사업」 300가구,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 100가구를 선정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복지시설 7개소)의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LED

조명 교체사업」, 민간·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ICT기반 에

너지회수 전력대체 융·복합사업」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정 최적화 개선 지원을 통하여 

기업경쟁력 향상과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수급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약 경진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의식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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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투자유치

1. 투자기획

가. 투자활성화 기반조성

  우리시는 세계 시장의 침체, 유가 하락, 환율 변동 등으로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주력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우량 기업 

투자유치가 필요함을 느끼고 투자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서비스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투자유치 

업종을 다양화 하였으며, 2016년에 국내외 우수기업 151개사 3조 72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로 6,02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투자허브 기반을 마련하였다.

   1) 투자유치 중점계획 수립 및 전략방안 연구

  투자유치 중점계획은 투자유치 비전, 전략 및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전개, 글로벌 울산 마케팅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또한 울산 신산업 중 투자유치가 유망한 산업분야를 선정, 기업 분석을 통한 

구체적 정보를 활용하여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전략적 마케팅 및 기업별로 특화된 

유치활동 전개로 투자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전략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 서비스산업 및 R&D 연구센터 유치활동 전개

 서비스 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으로 산업구조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호텔, 대형 

유통·물류시설, 컨텍센터 등에 대한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타깃 기업 선정, 투자

입지 분석, 현장 방문 간담회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산업 4개사 324억 원, R&D연구소 46개사 1,530억 원 투자유치로 1,450여 명 

고용창출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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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역량강화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투자유치 마인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4월, 10월 총 2회 워크숍을 실시하여, 특강, R&D 연구시설 견학 및 벤치

마킹을 통해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좋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기관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시, 

구군, 관련 유관기관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전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3월 개최된 투자유치 전략협의회에서는 2016년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프로젝트 18개 사업에 대한 토론 및 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나. 2017년 업무계획

  올해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 투자 기업의 사기진작 및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 전개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산업과 R&D연구센터 등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1) 투자유치 활력기반 조성

  국내외 신·증설 등 투자기업을 격려하고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성공투자 비

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투자기업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 시의 투자유치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며 투자유치 활력을 제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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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산업 및 R&D 연구센터 유치

  서비스산업의 다원화 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생산지원 산업 육성, 도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에 공헌할 타깃기업 선정,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며, 지역 대학과 함께 산학연 투자유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해외 공동연구소를 유치하여 지역 R&D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

   3) 투자자 중심의 홍보마케팅 전개

  글로벌 투자허브 울산 이미지 마케팅 전개를 위하여 투자 환경, 울산의 자연·

관광·문화 정주여건, 투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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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코자 투자유치컨설팅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투자동향 및 투자자 관리를 통해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상담 DB를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유치 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 투자 정책 방안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유치할 계획이며 KOTRA와 협력하여 투자정보를 선제적

으로 파악하여 울산지역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 국내기업 투자유치

가. 2016년 국내기업 투자유치 추진실적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확충을 위하여 2조7,584억 원의 대규모 신증설 

사업투자 유치를 통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5,93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특히 ㈜삼성SDI는 자동차 전지·소재 복합 단지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1조500억 

원을 투자하여 전지 및 양극소재 라인, 분리막, 기타 부품소재 라인 등을 설치한다. 

이번 투자는 울산이 전지·소재 산업도시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게 되는 전환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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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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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일반산업단지가 

분양 완료되어 신규투자 창출을 위한 최적의 투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산업단지 내 58개 기업의 산단 입주 유치와 신증설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속적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울산테크노산업

단지, 하이테크밸리, 길천2차 산업단지 조성 개발에 따라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국내기업 투자현황> (단위：개사, 백만 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업체수 499 40 32 139 17 34 37 58 142

투자액 18,351,734 1,071,846 490,522 2,203,024 95,886 9,061,693 416,241 2,254,091 2,758,431

다. 투자유치 협력 강화 및 보조금 지원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부지·인력·개술개발 등 기업이 당면한 현안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속적

으로 구축하였다. 지역향토 기업의 탈울산을 방지하고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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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하며, 울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

해 수도권 및 타 지역 기업의 이전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울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신·증설기업, 스마트공장 투자

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침체된 조선산업 위기 돌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9월말 정부가 신설한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제도’를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여 사업다각화를 지원 중이다. 

   

라. 2017년 국내기업 투자유치 계획

  2017년에는 우리시 주력산업의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규모 기업 신·증설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차세대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미래 전지

에너지사업 발굴투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지속적인 기업투자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며,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및 기업의 분양 입주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의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고충 해결 지원과 기업투자 

확대 동향을 파악하고, 공장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대기업 잠재사업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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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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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해외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도는 

현장중심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을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36억 6천 8백만 불을 

유치하였으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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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FDI, 신고기준) 〉

                                                                     (단위：건, 백만 달러)

구  분 총누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  수 265 14 17 13 23 18 9

투자액 7,542 656 294 46 2,423 972 273

  * 1970년대~2016년 까지의 누계치

  주요 활동사례로는 2016년 4월 독일 히든챔피언 Messer와 산업용가스 합작

투자 면담, 독일내 화학·자동차·IT업체 등 27개사 33명을 초청한 하이테크밸리·

테크노산단 투자설명회, 바커그룹 본사 방문 투자라운드테이블 개최, 2016년 6월 

미국 로컬모터스 3D프린팅 마이크로팩토리 울산 건립을 위한 투자간담회, 2016년 

10월 미국·유럽·중동 에어프로덕츠 산업용가스 증설투자 MOU 체결, 독일 바스프 

및 바커그룹 투자라운트테이블 개최, 울산시-SK어드밴스드-PIC 투자협력 LOI 

체결 등이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컨퍼런스〉 〈에어프로덕츠 MOU〉 〈하이테크밸리·테크노산단 IR〉

  이 밖에도 SK어드밴스드 PDH 공장 준공식, 쿠라레코리아 증설투자 기공식 등 

관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행사지원과 쿠웨이트 KPC·PIC 회장, 독일 BASF·SOLVAY· 

WACKER 사장단, SK그룹 부회장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의 투자간담회를 

통해 투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공장장협의회 운영, 주1회 외투기업 

방문 현장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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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

광고, 국내외 유명저널 광고, KOTRA IK 홈페이지 투자정보 게재 등 다양한 온·오프



제4장 창조경제

336 • 2017 시정백서

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울산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나. 2017년 외자유치 추진계획

  국내외 글로벌 기업 간의 전략적 합작투자 유치, 대규모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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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1) 글로벌 기업 합작투자 유치 및 전략 프로젝트 발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해양 등 지역주력산업 앵커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글로벌 기업과 3D프린팅, 전지산업 등 신산업관련 선도기업을 핵심 타깃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동향 

관리와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신·증설 수요파악, 투자애로사항 발굴 처리, 행·재정

지원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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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

유치 분야를 개척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현장중심의 공격적 글로벌 마케팅 전개

  전략권역별 투자유치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6월 미국, 9월 중동, 10월 유럽에 

지역맞춤형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전략프로젝트 투자유치 및 유망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특히, 오는 5월에는 울산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미국·유럽·독일 등 주한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산업부 및 KOTRA에서 

주관하는 외국인투자주간(FIW) 행사와 연계하여 외국투자가 초청 현장 중심의 투자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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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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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최고의 투자허브 도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 투자가이드북 및 DVD을 활용한 체계적인 투자상담을 통해 신규 투자가를 

발굴, 분기별로 투자소식지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기존 외투기업 및 잠재투자가의 

신·증설 투자를 적극 촉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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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여 

경영애로 및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처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장 협의회, 

외투기업CEO 투자간담회 등 정례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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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창조경제

338 • 2017 시정백서

제5절 산업입지 

1. 산업입지정책 

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산업단지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적인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한 적정 공급을 위해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한다.

  2014년 7월 울산산업입지 공급 수립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비 85백만 원으로 2015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7년 4월 용역을 완료하였다. 본 용역에 의하면 2025년까지 

울산광역시 산업입지는 최소 54.7㎢ ~ 최대 65.0㎢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산업·주거·상업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 공

모사업에 우리시는 2014년 7월에 중구 장현지구와 북구 상안지구 등 2곳을 동시에 

응모한 결과 사업성이 높고, 혁신도시와 연접성, 연구기관 및 자동차 산업과의 연계

성, 입지 수요 양호 등으로 중구 장현지구가 2015년 1월 19일 선정 되었다.

  본 사업은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GB 해제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부터 본격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황>

구 분 위  치 규 모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유치업종

사업

개요
중구 장현동 354천㎡ 1,256억 원 2015년 ~ 2023년 첨단업종

추진

상황

 ◦ 장현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 : 2015년  1월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공고 : 2015년  4월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 2015년  4월

추진

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 : 2017년  9월

 ◦ GB 해제 및 개발계획 착수 : 2018년  2월

 ◦ 산지 지정 : 2018년  6월

 ◦ 실시계획 승인 : 2018년 12월

 ◦ 보상,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9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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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관리

  가. 효율적·체계적 일반산업단지 관리

  입주기업체 실태조사를 통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울산일반산업단지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통한입주업종 

완화(전동기 제조업 등 13개 업종) 등 규제개혁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나.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산단 현황

  전국 최대의 산업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투자 창출과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고 있으며, 반도체, 전기·전자, 신소재산업 등 

첨단산업의 유치·육성을 목적으로 조성중인 하이테크밸리(1단계) 및 길천2차(2단계) 

일반산업단지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적기에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KTX 열차 내 모니터,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외교부 옥상),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

홍보센터 영상관(강남고속터미널 지하철역), KTX울산역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조성 또는 분양중인 산업단지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물 및 분양가이드북 등 글로벌 경제동향 및 최신 분양정보를 수록한 분양소식지 

이메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공급과 적극적 

기업유치로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산단 현황>

단  지  명 분양대상면적
(천㎡)

분양단가
(원/㎡)

분양면적
(천㎡) 기업체수 분양율

(%)
분양
년도

계 4,697 　 3,877 493 83 　

완 

료 

소  계 2,788 　 2,779 338 99.1   

매곡일반산업단지 304 145,800 304 54 100 2004

중산일반산업단지 68 316,722 68 18 100 2007

길천1차일반산업단지 342 182,390 342 36 100 2007

모듈화일반산업단지 493 217,138 493 28 10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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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명 분양대상면적
(천㎡)

분양단가
(원/㎡)

분양면적
(천㎡) 기업체수 분양율

(%)
분양
년도

완 

료 

신일반

산업단지

처용지역 451 304,890 451 38 100 2008

FTZ제척지역 237 304,890 237 32 100 2013

봉계일반산업단지 174 187,960 165 9 94.8 2009

길천2차(1단계)일반산업단지 333 233,870 333 48 100 2009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223 338,000 223 43 100 2011

매곡2일반산업단지 45 362,031 45 12 100 2011

매곡3일반산업단지 118 362,031 118 20 100 2011

조

성 

중

소  계  1,909 　 1,098 155 57.5   

이화일반산업단지 305 212,120 305 1 100 2009

하이테크밸리(1단계) 142 365,317 22 5 15 2015

길천2차(2단계)일반산업단지 217 285,780 38 5 18 2015

테크노일반산업단지 669 433,000 585 68 87 2015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576 287,500 148 77 25 2016

  

   ※ 분양율 : 분양면적 대비 분양대상면적 임. 

3. 산업단지 조성

  가.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국내·외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중소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저렴한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집적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 현황>

구분 산업단지명 위치
규모
(천㎡)

사 업 기 간 유치업종

공영
개발

울산테크노 남구 두왕동  1,287
2008. ~ 
2018.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부품

울산 High Tech 
Vally(1단계)

삼남면 가천리   228
2015. ~ 
2017.

전기, 전자 등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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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단지명 위치
규모
(천㎡)

사 업 기 간 유치업종

공영
개발

길천2차(2단계) 상북면 양등리   490 2014. ~ 
2019.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이화 북구 중산동 697 2008. ~ 
2017.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에너지융합 서생면 신암·명산리 1,017 2015. ~ 
2018. 원자력융합산업 등

민간
개발

KCC 두서면 활천리 1,211 2009. ~ 
2018.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반천 언양읍 반천리   1,378 2009. ~ 
2017. 1차금속, 금속가공 

GW 온양읍 내광리  450 2013. ~ 
2017.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작동 삼동면 작동리   149 2009. ~ 
2017. 기타 제품제조업

모바일테크밸리 북구 달천동    314 2014. ~ 
2018.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나. 2017년 업무계획

  2017년에도 우리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규 일반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1단계)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12월, 길천2차 

2단계 일반산업단지의 문화재 시·발굴용역 및 공사 착공을 하여 2018년 준공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가 추진할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과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간일반산업단지인 울산KCC, 

반천, GW,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관리에도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일반산단 입주업종 허용 확대 및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산단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산업단지 수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항만, 도로, 철도 등 최고의 물류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투자

환경을 전국 기업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KTX 광고를 계속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목표기업은 물론 전국 주요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