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주물/열처리/비철금속/대형 금속재료 측정용

Portable Hardness Tester
휴대용 디지털 경도시험기

DHT-200 Serise Portable Hardness Tester

대형 제품을 아직도 절단하여 경도를 측정 하시나요?
DHT-100 Serise Portable Hardness Tester

DHT-300 Serise Portable Hardness Tester

DHT-300 DL-Type

DHT-100 G-Type 주물전용

DHT-100 D-Type
DHT-300 D-Type

임펙트 디바이스

DHT-300 C-Type

■공급원: 메탈넷코리아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3동 212-26 E-space 310호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메탈넷코리아 경도시험기 지역총판 및 대리점 모집
D

DC

DL 기어 측정용 D+15

C

G 주물전용

http://www.metalkorea.biz

CNC 가스/ 프라즈마 자동절단기

YK1500 FLAME SHAPE GAS CUTTING MACHINE

PORTTABLE AUTOMATIC GAS CUTTING MACHINE
HT-I 50A

Ⅲ
MULTI-Ⅲ

HT-I 70A

YK-300

YK-450

YK-20

고정도 GAS 압력조정기
YC-A-4

영 업
품 목

Y
C

YC-A-1

YC-201

▶ 산소, 알곤, 질소, 수소, CO2, 염소, 암모니아, 각종 조정기
▶ 프라즈마 절단기 및 기타 부품일체 ▶ 컴퓨터 절단기, 용접관련기기 일체
▶ 자동절단기(유광공업, TANKA 대리점)

永 昌 産 業
YOUNG CHANG I.N.D. CO.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기계공구상가 A블럭 7동 131호

TEL : (02)2636-0050, 2635-0030
(02)2634-2617, 2676-0030

진동응력 완화장비 및 마찰용접기
FORMULA 62특징
■ 장비가 소형으로 휴대가 용이하여 생산 현장에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
■ 부품이나 제작할 구조물의 무게(1lb-150ton)와 형태에 따라 위치 별로 15~30분
정도로 처리 시간이 적게 소요됨
- 열 처리가 불가능한 이중금속 (dissimilar materials)
- 열 처리가 불가능한 합금
- 연마, 광택 등으로 정밀 마감 처리가 완료된 소재
- 기계적 성질이 변화되지 않음
- 주조적 화학적으로 금속의 속성이 변화되지 않음
- 경도가 변화되지 않음
- 탈색, 슬래그(slag) 및 산화물(scale)이 전혀 없는 깨끗한 표면을 생성
- 소재의 제작 가공 중에도 사용 가능
- 용접 도중 및 용접 후
- 기계적 가공 단계 사이에 사용 가능

마찰용접의 특징
- 용접 범위 : 0.07 in²to 225 in²
- 용접시 용접 소모품의 불필요 no flux, filler material or shielding gases
- 빠른 용접 시행 가능 기존 대비 최소 2배에서 100배 정도의 용접 시간 단축
- 용접할 표면을 사전에 가공할 필요 없이 즉시 용접 가능
- 용접 진행 시 작업자에 의한 용접 에러 가능성이 없음
- 작업자의 숙련도와 관계 없이 항상 같은 용접 품질 유지
- 다양한 금속의 형상이나 사이즈의 용접 가능
- 전 공정의 손쉬운 모니터링 및 DATA저장 기능

www.hanmicorp.net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4-2 메가폴리스 D동 126호
Tel. (031)497-4624 Fax. (031)497-4644

Panasonic CO2 용접기
SOLID(MAG) 용접의 최강자!!
Pana AUTO

KRⅡ Series

SCR제어 방식의 CO2/MAG/GMAW 용접시스템
일체형 원격 조정기 장착
반자동 용접시스템

PANASONIC(표준품) 송급장치 사용시 품질보증 (최장)

60개월(5년)
KH-600
●
●
●
※

사용률 60%

CO2/MAG
가우징
DC-ARC
3기능 겸용기

사용률 100%

● 입력전압 3상 380V
표준사양(50/60Hz)
● 3상 220V&440V 등
주문 사양

사용률 60%

PANASONIC 각종 소모품 & A/S 부품

사용률 100%

S.W.E

세원전기전자(주)
※ PANASONIC 용접기用 각종 콘넥타도 취급합니다.

TEL : 051-324-1819
FAX : 051-327-1815
E-mail : sewon1819@hanmail.net

·실용신안특허(제121300호)
·실용신안특허(제105768호)

자동냉각기전문제조업체 / ISO 9001 certified

본사·공장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B-104호) TEL.(02)2635-9988(代) FAX.(02)2636-7280
■ 광주영업소 : TEL.(062)572-0050

■ 부산영업소 : TEL.(051)972-9253~4

http : //www.chiller.co.kr

■ 대구영업소 : TEL.(053)588-9253

E-mail : chiller2@naver.com

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iWELDEX 2016)
2016년 5월 25일(수)~27월 6일(금) 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iWELDEX2016’,서해안시대‘요충지’인천으로눈길이쏠린다
제9회국제주.단조및열처리공업로설비산업전 동시 개최
메탈넷코리아(CEO: 김흥복)에서 2016년 5월 25일부터 27
일까지 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서‘제4회인천국제용접.절
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iWELDEX2016)이 개최 된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iWELDEX 2016’
은 자동차, 철강,
강구조, 조립금속 항만, 건설 등의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인
인천에서 6대 뿌리산업 중 하나인 용접분야와 절단기, 레
이저설비 등 용접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와 신제품, 신기
술 정보교환 및 관련분야의 산업정보와 기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더불어 9회째를 맞이하는‘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Korea 2016’는 국내 야금, 철강, 금속, 주조, 단조,
비철금속, 열처리, 공업로, 유도로, 내화재료, 버너, 발열체
등 THERMO PROCESS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내외 경쟁
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금속산업분야의 신기술과 신제
품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iWELDEX 2016 와 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2016’
가 동시개최 되면서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전시 분야는 6대 뿌리산업인 주물,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분야 등으로 나뉘며 해외 20개사
를 포함한 100개사가 200부스 6,312㎡ 규모로 개최될 계획
이다.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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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는 규모에 비해서는 내실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역시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전시회 규모가 예
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실 있는 전시회로 참가업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최측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뿌리산업 관련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을‘한 눈에’
제4회인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iWELDEX 2016)
의 전시품목은 용접설비, 브레이징 및 납땜, 용접재료, 용
접관련자동화설비, 용접로봇, 용접용 장치 및 기기, 용접

관련 위생.안전.보호구, 용접선, 비파괴 검사정비 및 시험
기기, 표면처리장비, 용접구조물공정용 기계, 용접 원.부자
재, 기타 용접관련기기 및 재료, 프리즈마 절단기, 금속가
공절단기, 절단자동화설비, 레이저가공기, 레이저빔용접기,
레이저절단기, 레이저마킹기, 레이저응용설비 레이저열처
리장비, 레이저표면처리설비, 레이저를 이용한 설비 등이
출품될 예정이다.

(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2016)의 전시품목은
야금, 금속, 주조, 단조, 다이캐스팅, 비철금속 및 공업로,
전기로, 산업로, 요로, 고주파유도가열장치, 버너, 히터, 내
화단열재료, 보수제, 쇼트기, 샌딩, 도금설비, PVD/CVD,
프리즈마 이온질화설비, 표면처리설비 등 관련분야 제품
및 설비 등이 출품될 예정이다.

■ 제4회국제세라믹&신소재응용및설비산업전
■ 제9회국제주.단조및열처리설비산업전 동시개최
제9회국제주.단조및열처리공업로설비산업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일‘Ceramics Korea 2016’전시
회는 전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세라믹제품과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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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 개최
iWELDEX 2016(The 4th Welding Incheon Korea 2016)

믹제조설비, 세라믹관련 기술, 초고온 세라믹재료, 세라믹
나노 테크놀로지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제품의 산업분야별로는 우주항공부품, 메카니칼부문,
열처리 부문, 반도체 부문, 전자부문, 광학재료, 에너지, 세
라믹 바이오, 환경, 금속제련 초고온 필터, 건축자재, 주방
용기 및 관련 부품, 자동화부문 등의 최첨단 세라믹 소재
와 제품, 생산기술, 제조 설비들이 선보이게 된다.

■ 참관객 유치를 위한 전시회 홍보에 주력
메탈넷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이번‘iWELDEX 2016’는 세
계적인 전시회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부산용접전
과 해양전시 개막과 동시에 인천전시회 참가 유치를 위
한 홍보에 일찍부터 뛰어들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참가업체 유치와 조기신청 참가 및 바이어 유치를 위해
홍보 책자를 인쇄해 전시 참가, 유관 단체, 조선 업체 등
관련 분야업종에 배포했으며, 이와 동시에 본지에서 발행
하는 매체를 비롯, 용접 및 금속 관련 업종 DB를 바탕으
로 전국 관련 업체에 우편 발송해 바이어와 참관객 유치
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 한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용접 관련 30개국 2,000여 업체에 E-Mail,
팩시밀리,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체적인 홍보 활
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문지에 전시 관련 정기적인 광고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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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참관객 유치 활동에도 힘씀과 동시에 참가업체
의 전문 제품 및 업체를 꾸준히 소개하면서 이번 전시회
가 국내외 마케팅 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월
간 주단조와열처리, 용접저널, 해양과조선, 로봇기술, 주간
팔도기계 등 국내 유명 전문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관
련 기관 및 매체를 활용해 전시 홍보 극대화에 심혈을 기
울일 예정이다.
특히, 중국에서 발행되는 월간 금속가공(열가공/냉가공)
등 총 3종의 잡지를 통해서 되도록 많은 관련 중국 업체
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제5회인천국제용
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 및 제9회국제주.단조및열처리
공업로설비산업전’
은 더욱 높은 인지도와 내실 있는 구
성으로 국내 용접.절단.레이저 & 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
처리 산업의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토대로 향
후 규모 및 내용 면에서 목포에서 인천까지 서해안 시대
를 대표하는 용접 전시회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와 관
심을 모으고 있다.
2015년 12월 30일까지 조기참가 신청시 최대 30%의 할
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참가 문의: 메탈넷코리아 TEL: 02-3281-5037

제4회 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 개최
iWELDEX 2016(The 4th Welding Incheon Korea 2016)

Booth NO

정밀저항용접기, 초음파용접기 등 출품

W-

(주)누리엔지니어링 •Tel: 031-735-2675 •Fax: 031-735-2676 •www.nurieng.com
저희 ㈜누리엔지니어링은 내구성과 재현성이 우수한 일본의 정밀 접합장치
제조 업체인 Nippon Avionics의 한국 대리점 입니다. 국내의 2차 전지 접합
을 위한 Micro Spot Welder (정밀저항용접기)를 비롯 스마트폰용 Camera
Module FPC+PCB 접합과 Coil류 접합에 필요한 펄스히트(핫바), 자동차 부
품 접합 등에 필요한 레이져용접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Application의 Welding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쌓여진 접
합 노하우를 가진 일본 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적 지원은 물론 샘플의 실험 작
업을 비롯 상세한 결과 보고까지 고객님들께 제공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전시품목: 정밀저항용접기, 펄스히트(핫바), 레이저용접기, 초음파용접기

내화물코팅재 3종(RX-14, RX-21,RX-36) 등 출품
대성에프앤씨

Booth NO

M-

•Tel: 053-587-5716 •Fax: 053-587-5715 •www.rxchemical-asia.com

당사는 내화재의 표면을 보호하는 미국RX CHEMICAL사 한국직영대
리점입니다.
미국에서 1946년부터 내화재의 표면보호와 연료절감,SALG부착방
지,화학적침식방지용으로 68년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국내의 주강열처리로,유도로, 소각로, 보일러,동,마그네슘,단조,
알루미늄용해로등에 적용중이며 지속적으로 판매확대중에 있는 제
품입니다.
전시품목: 내화물코팅재 3종(RX-14, RX-21,RX-36)

BMK-16i 스터드 용접기(Drawn Arc SRM) 등 출품
(주)도일코리아

Booth NO

W-

•Tel: 02-514-3501 •Fax: 02-514-3504 •www.dokor.com

㈜도일코리아는 스터드 용접기, 베릴륨 동 소재, 국부도금 기자재,
전원파형교정기, 전기기기 퓨즈 류, 특수금속분말 등을 취급하는 상
사입니다. 1986년 설립 이후 28년 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 및 신
용을 바탕으로 수요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믿음과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BMK-16i 스터드 용접기(Drawn Arc SRM), BMS-9 스터드
용접기(Capacitor discharge), Res-Q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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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용접면, 용접면 등 출품
디엔케이(D&K)

Booth NO

W-

•Tel: 02-3286-1611 •Fax: 02-3286-1612 •www.dk1611.co.kr

자동용접면전문회사디엔케이입니다. 저희디엔케이자동용접면은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유럽,독일등세계각
국의인증을받았고, 모든제품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안전인증(KCs)을받은제품입니다.그리고세계50여개국의유
명한용접기메이커에O.E.M으로공급하고있으며, 제품의품질관리는ISO9001:2008 품질인증관리제도의요구사항에따
라엄격하게생산되어집니다. 디엔케이자동용접면은 기술과품질이우수하고, 공급자와소비자가만족할수있는가격
으로공급하며, 불량이제로에가까워AS의번거로움이없습니다. 또한보호렌즈와배터리교체방법이아주쉽고, 편리하
며, 빠르게교체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인체공학적헤드밴드설계로편안한착용감을느낄수있습니다. 디엔케이는자동
용접면전문업체로서200F, 300V, 마그마1, 마그마2, 마그마3수, 필탑등6종류의다양한용접면을구비하고있으며, 제품을
검토하시고가격, 품질, 기능, 색상등자동용접면에궁금하신모든것을문의하여주시면성심껏답변을드리겠습다.
전시품목: 자동용접면, 용접면, 자동용접면악세사리, 용접면용돋보기등.

오일미스트집진기(필터미스트) 등 출품
마토코리아

Booth NO

W-

•Tel: 031-427-8740 •Fax: 031-427-8746 •www.matokorea.co.kr

환경개선설비전문회사입니다. 특히 용접 및 오일미스트 집진기 전문
업체로서 독일 KEMPER기술도입으로 국내공급하고 있습니다.
흡입장비 및 필터의 고효율로 선진국의 높은 성능과 품질을 제공합
니다.
전시품목: 오일미스트집진기(필터미스트), 켐퍼시스템, WTO 밀링 유니트

초강력 영구자석기술의 조선소 적용 제품 출품
매그스위치코리아

W-

•Tel: 051-621-9648 •Fax: 051-626-9761 •www.magswitch.co.kr

매그스위치코리아는 초 강력 영구자석에 관련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
으며, 2006년 2월 국내 지사가 설립된 이후 다양한 용접 작업용 치공구를
자체 개발하여 국내 유수의 조선소에 납품하고 있다.
그 동안 영구자석이 조선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크기가 크고 무거
운 단점으로 인해 개인용 치공구로는 크게 활용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
그스위치 코리아에서 공급하고 있는 초강력 영구자석은 ON/OFF 작동이
쉽고 경량이어서 새로운 응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동 전시회 기간 동안 매그스위치 코리아에서는 국내 유수의 조선소 현장
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제품의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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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플라즈마 발진기, 절단기용 CNC 콘트롤러 출품

Booth NO

W-

(주)백두엔지니어링 •Tel: 031-357-6780 •Fax: 031-357-6790 •www.burny.co.kr
미국 Burny, Kaliburny사의 한국 서비스센터, 공급처이다.
절단기 메이커에 절단기 제조에 관한 기술 및 플라즈마 발진기,
CNC 콘트롤러등을 공급하며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취급품목은 Kaliburn HD 플라즈마 발진기, Burny CNC 콘트롤러,
CMC 서보시스템, Inova 플라즈마 자동높이장치, 가스토치용 자동
높이 장치등 절단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전시품목: 고정밀 플라즈마 발진기, 절단기용 CNC 콘트롤러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등 출품
북경덕광전자

Booth NO

M-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www.metalkora.biz

휴대용 디지털 에코팁 경도 측정시험기(HAND-HELD DIGITAL LEEB
HARDNESS TESTER)는 금속재료의 고속측정에 적합하다. 정밀도가 높
고 성능이 우수하고 조작이 간편하고 휴대가 편리하며 측정한 데이
터 값(측정치)을 HRB, HRC, HD, HB, HV(HSDBRINELL, ROCKWELL,
VICKERS, SHORE HARDNESS TEST 겸용)로 자동 전환하며 프린트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휴대용 디지탈 경도시험기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주물용 접종제, 구산연제, 세라믹 폼 필터 등 출품
(주)삼리

Booth NO

M-

•Tel: 031-997-3001 •Fax: 031-997-1033 •www.samri.co.kr

1979년에 설립된 이후 금속용해자재 및 주물자재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한 삼리는 현재 김포, 대전, 대구, 부산의 4개 영업소를
갖추고 전국 약 500여개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해 고객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주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리는 최
고의 품질과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고객사와 함께 발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시품목: 주물용 접종제, 구산연제, 세라믹 폼 필터 등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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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용 구상화제, 접종제, 합금철 등 출품

Booth NO

M-

Xi’an Yuanda foundry materials •Tel: +86-29-86102456 •Fax: +86-29-32253987 •www.yuanda-materials.com
중국 서안 외곽지역에 위치한 본 회사는 주물용 구상화제, 접종제 등
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 대만, 한국, 베트남, 인도 등에 수출
하고 있다. 20여년의 주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관리하며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산하고 있다.
전시품목: 주물용 구상화제, 접종제, 합금철 등

파나소닉 용접 로봇 등 출품
세한통상

Booth NO

W-

•Tel: 031-319-8567 •Fax: 031-431-1917 •http://sehan21.kr

당사는 자동화 업무를 필요로 하는 각 산업 분야에서 산업용 첨단 로봇을 제
조, 공급함으로써 수요 기업이 최상의 자동화설비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사업목적을 갖고 있고 아울러 국가 경제 발전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로봇생산응용 생산
장비 제품의 연구/개발/생산을 목표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의 양성과 이를 통한 기술개발로 고객이 원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하며 혁신형 생산제
품 제조 기업으로 Global leader 가 되는 것을 최종목표에 두고 있다.
전시품목: 파나소닉 용접 로봇

공업로,내화물, 발열체 관련 제품 출품
신성열연(주)

M-

•Tel: 031-981-3875 •Fax: 031-981-3870 •www.ssung.co.kr

1986년에 설립된 신성열연(주)은 전기로, 열처리로, 시험로, 연속로,
소성.소결로 등 공업로를 제조하고 있으며, 공업로에 필요한 열선,
Heater, 내화재 등 부품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5년 공장을 증축하여 생산제조 시설을 갖추고 에너지절약에 관
련된 제품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열처리로, 소성로, 전기로, 각종 공업로, 내화물(초고온 세라믹
내화단열재), 내화자재, 발열체(열선, SIC히터, 초고온 발열체), 로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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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버너 연소관련 제품 출품
썸텍이엔씨

Booth NO

M-

•Tel: 055-314-3885 •Fax: 055-314-3886 •www.floxkorea.com:

썸텍이엔씨는 산업용 버너 및 연소관련 엔지니어링 회사 입니다.
독일 WS GmbH사의 국내 Agent 입니다.
전시품목: Self-recuperative gas burner, Regenerative gas burner,
Hot air gas burner, Gas/oil dual-fuel burner

이종육성용접(overlay)임가공 제품 출품
에스피하이테크

Booth NO

W-

•Tel: 051-831-4880 •Fax: 051-831-4882 •www.sphitech.co.kr

SP Hi-Tech는급변하는글로벌경쟁시대를기술과품질, 생산성면에서명실공히글로벌
기업의기틀을굳건히다져나가고있습니다. 주요아이템으로는특수이종용접품, 압력용
기, 열교환기, 배관부품, 고객주문 제관품이며, 특히 내마모, 내부식, 내열 등의 용도로 사
용되는 이종육성용접(overlay)품을 해양 플랜트, 원자력, 발전설비, 석유화학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종용접 회사 중 최초로 ASME(
‘S’
,‘U’
,
‘U2’
)인증서를취득하였으며특수이종용접분야의선두주자로서꾸준하게기술, 장비, 공
정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개척
과강인한추진력으로한발앞서가는기업, 미래를여는기업으로거듭태어나겠습니다.
전시품목: 특수이종용접품, 압력용기, 열교환기, 배관부품 등

저진동의 싱글 스크류공기압축기 출품
(주)에이스에어

Booth NO

W-

•Tel: 042-636-0051 •Fax: 042-636-0452 •www.acecomp.co.kr

당사는 2007년 설립을 하였고,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연구개발실 인증을 받아 연구
원 및 직원을 확충하여 저소음, 저진동의 싱글 스크류공기압축기를 발명하여 특허 출
원중이며, 독특한 설계의 올인원 타입 인버터 스크류공기압축기를 개발하여 생산, 판
매를 하고 있습니다. IT 융합 및 인버터 일체형 공기압축기로 소비전력의 최대 40%를
절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일정 압력을 유지하여 수요처에 압축공기를 전달하는 올
인원 스크류 공기압축기입니다. 이 제품은 별도의 공기압축기 룸이 필요 없이 설치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온용 드라이어 및 필터, 리시버 탱크를 장착하여 최적
의 크린에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압축공기와 전기 에너지 절감
을 한번에 획기적으로 해결한 제품입니다.

2015. 09 월간 용접저널 25

제4회 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 개최
iWELDEX 2016(The 4th Welding Incheon Korea 2016)

진공펌프, 진공기술 솔루션 등 출품

Booth NO

M-

올리콘라이볼트베큠 •Tel: 031-785-1367 •Fax: 031-785-1359•www.oerlikon.com
올리콘라이볼트베큠은 160년간 진공펌프의 개발과 제조에 힘써왔
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산업구분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진공기술의
개발을 위해 다년간 숙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품들에 활용해왔습
니다. 현재 저진공 펌프 터보 분자 펌프에서 크라이오 펌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반도체,
코팅산업, 분석장비 및 연구개발분야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습니다.저희는 300,000대 이상의 펌프를 현장에 설치해
본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진공펌프, 진공기술 솔루션 등

산업용 비접촉 적외선온도계 등 출품
울트라텍코리아

Booth NO

W-

•Tel: 02-2638-5353 •Fax: 02-2638-5354 •www.ultratec.co.kr

당사는 측정기 전문회사로, 비접촉 적외선온도계의 세계적인 브랜드 독일
KELLER 사의 한국독점대리점입니다. 최신 광학시스템으로 열처리, 철강,
주물, 유리, 반도체, 레이저, 필라멘트, 소각로 등 측정환경에 맞는 다양하
고 정밀한 제품으로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물 주입온도 측
정용 PA83 모델은 장방형 목표물 보기와 자동 감지기능(ATD)으로 움직이
는 주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시품목: 산업용 비접촉 적외선온도계, 설치용 PQ/PL 시리즈, 신제품
PK 시리즈, 설치용 고급 PA 시리즈 - 최신 카메라 화상형, 휴대용 고급 PT
시리즈 - 자동감지, 신호등 기능, 필라멘트 표준온도 MIKRO

AC/DC 플라즈마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 등 출품
(주)위더스

•Tel: 031-8041-8288 •Fax: 031-8041-8788 •www.w09.kr

The Welding Expert! (주)위더스은 2005년 설립된 용접관련 전문 제조 수
출입 유통업체이다.
덴마크 MIGATRONIC, 스웨덴 REGULA SYSTMES, 이태리 TECNA등 세계 최
첨단 용접기와 관련 제품 등 새로운 용접기술의 보급과 국산화, 그리고 관
련 용접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시품목: AC/DC 플라즈마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 EWR 가스 절감장
치, SIGMA2 PULSE MIG용접기, PI AC/DC TIG 용접기, 판금용 CO2 용접기,
포터블 스포트 건 (7900, 7913), 텅스텐 연마기 & 텅스텐 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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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로 및 산업로용 메쉬벨트 등 출품
유니크이엔지

Booth NO

M-

•Tel: 070-4320-6379 •Fax: 070-4401-6379 •www.uniqueeng.co.kr

유니크이엔지는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무역업체로,주로
공업로 관련된 부품을 취급 하고 있습니다.
원심주조품, 정밀주조품, 사형주조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연속로에
사용되는 메쉬벨트를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공업로 및 산업로용 메쉬벨트 , 산용용 메쉬벨트

CNC 마찰용접기 등 출품
유진테크(주)

Booth NO

W-

•Tel: 031-415-8448 •Fax: 031- 416-8448 •www.ujintech.co.kr

유진테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되는 용접법 중 가장 획기적인 접합기
술로 인정받는“마찰용접”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CNC마찰용접기 전문 생산
업체이며 최근 개발된 CNC마찰용접기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 용접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찰용접은 2개의 금속재료를 용융하지
않고 상대 회전운동과 마찰압력을 가해접촉면의 마찰열을 이용하여 진공상태
에서 접합시키는 고상용접법으로 자동차부품,건설기계 부품, 절삭공구, 전기
및 배관부품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이종금속 및 비철금속의
용접시 모재 강도와 동등한 강도로 용접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CNC 마찰용접기

용접기, 용접기기자재, 코발트드릴등 출품
인화아이오엠

Booth NO

W-

•Tel: 02-2631-1156 •Fax: 02-2635-8737 •www.inhwa.net

93년 인화상사를 시작하여 2011년 법인 전환하여 일본의 유명 브랜
드 엘러펀트 체인블럭 레바블럭 , 빅툴 코발트 드릴 , 중국의 런바 유
압윈치,차량용윈치로얄 용접기,용접기 기자재 한국 총판대리점을 맡
고 있는 ㈜인화IOM 입니다.
전시품목: 용접기, 용접기기자재, 코발트드릴, 게코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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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jet cutting 장비 및 Accessary 출품
(주)은하

Booth NO

W-

•Tel: 032-680-3491 •Fax: 032-673-4266 •www.emico.co.kr

(주 )은 하 는 독 일 Hammelmann 고 압 펌 프 의 한 국 지 사 로 써 ,
Waterjet 고암펍프를 이용한 장비와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High pressure water를 이용한 Waterjet cutting장비는 화염 발생
및 열변형 없이 빠른 속도로 Cutting을 수행하기 때문에 폭발물 및
고 위험성 물체 컷팅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용 분야로는 석유화학공단의 플랜트 철거 및 개보수 작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철거와 같은 특수 프로젝트수행
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Water jet cutting 장비 및 Accessary

POWER SEMICONDUCTOR 출품

Booth NO

W-

Zhejiang Huajing •Tel:+86-577-62518119 •Fax:+86-577-62518118 •www.thyristor.com.cn
Since its establishment, Huajing, as one of the professional manufacturers
of power semiconductor devices and rectifier equipments in China, has
been devoted to provide high quality power semiconductor products for
customers in the world by carrying forward the spirit of product quality as
the base, market demand as the guide and creating value for customers
as our responsibility.
전시품목: POWER SEMICONDUCTOR

CNC 레이저 절단기 시스템 출품
(주)진양양행

W-

•Tel: 031-433-7261 •Fax: 031-434-9720•www.factorymachine.co.kr

(주)진양양행은 1988년 설립하여 현재 약 4000평 규모의 기계전시
장을 운영하며, 중고 공작기계의 판매업과 보관업을 전문적으로 하
는 회사입니다. 특히, 25년 이상의 기계판매 KNOW-HOW를 바탕
으로 경매중인 공장내의 중고산업기계/전용 설비만을 공장과 별도로
분리매각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언제나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귀
하 곁에는 (주)진양양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시품목: CNC 레이저 절단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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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탈자동용접머신, 튜브.파이프 컷팅/베벨머신 등 출품
(주)진흥테크

Booth NO

W-

•Tel: 02-2047-0677 •Fax: 02-2047-0688•www.weld-cut.net

(주)진흥테크는 튜브-파이프, 금속관련가공, 유지보수장비, 측정장
비와 자동용접장비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세계의 우수한 선진 산업
기계들을 발굴하여 적절한 산업현장에 소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산업기기를 공급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고객의 만족이 곧 당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시품목: 오비탈자동용접머신, 튜브-파이프 컷팅/베벨머신, 용접주변기기

Booth NO

전국용접협회 홍보물 출품
대한용접협회

W-

•Tel: 052-288-1808 •Fax: 052-288-1809 •http://cafe.daum.net/nwa12

국내 용접기능인으로 구성돼있는 본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상
호간 친목을 통해 정보교류 및 일자리 나눔, 그리고 나아가 본 협회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국내 용접기술의 향상과 용접기술 연구개발, 보급, 인재양성
등 용접과 관련한 사회, 경제, 문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형 보수용 레이저 용접기, 마이크로 용접기 등 출품
지산무역

Booth NO

W-

•Tel: 031-310-8717 •Fax: 031-310-8723 •www.jisantrade.com

지산무역은 레이저용접기 및 플라즈마 절단기, 각종 용접보조 시스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지산무역은 그동안 쌓아올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새로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해 드리고자 늘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시품목: 레이저 용접기,스캔레이저 용접기, 마이크로스포트,
터닝롤,포지셔너, E.Z.AR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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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용 흑연트레이, 연속주조용 다이스 등 출품
토요탄소코리아

Booth NO

M-

•Tel: 02-2183-1660 •Fax: 02-2183-1665 •www.toyotanso-korea.co.kr

토요탄소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지에 현지법인
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1941년에 설립하여, 1974년 등방성 흑연을 전세계에서 가
장 먼저 양산화하였으며,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등방성 흑연을 생산하고
있으며, 흑연업계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등방성 흑연은 종래의 이방성 흑연과 비교하
여, 방향에 따른 물성치의 변화가 없으며,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아 방전가공용 전극,
연속주조용 다이스 , 핫프레스용 몰드, 열처리용 트레이, 히터 등 많은 산업분야에 사
용되고 있습니다. 또, C/C Composite 제품은 탄소섬유를 사용하여, 가벼우면서 고온
강도가 높아, 열처리용 트레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카본브러시, 카본
베어링, 메커니컬 씰, 그라파이트 시트 등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파이프용접장치,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 출품
(주)피에스텍

Booth NO

M-

•Tel: 031-451-5103 •Fax: 031-451-5106 •www.pstek.co.kr

1998년 11월 설립 돼 전력전자 영역의 특수전원장치분야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우수한 인력과 독자적 설계이론, 풍부한 현장 경험, 자성부품의 설계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를 제품에 적극반응 하면서 수주에
서 시운전까지 최단기간에 최고의 품질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사는 유
도가열전원장치, 플라즈마전원장치, 연료전지용 DC/DC컨버터, 초 고압 수은등용
전원장치 등이 주력제품으로, 응용기술과 SMPS개발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확보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전시품목: 고주파유도가열전원장치(가열.열처리.용접.용햐.접합 설비)

레이저/용접기용 자동냉각기(AUTO CHILLER) 등 출품
(주)현대이엔지

W-

•Tel: 02-2635-9988 •Fax: 02-2636-7280 •www.chiller.co.kr

(주)현대이엔지는 지난 20여년간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신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의 완벽한 무결점 자동냉각기 생산에 주력하여 고객
감동 실형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용접전에는 공냉식, 수냉식, 냉.온수 겸용 냉각기, 레이저 냉각기, 에
어용 냉각기, 오일 냉각기, 유기용매 회수 냉각기, 금형온도조절기 등을
출품한다.
전시품목: 자동냉각기(AUTO CHILLER) - 공냉식, 수냉식, 냉.온수 겸용
냉각기, 레이저 냉각기, 에어용 냉각기, 오일 냉각기, 유기용매 회수 냉각
기, 금형온도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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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용접면, 보안경, 용접용 마스크 등 출품
한국쓰리엠(주)

W-

•Tel: 02-3771-4206 •Fax: 02-785-7588 •www.3m.co.kr

3M은 자랑스런 한국의 기업이다. 한국쓰리엠은 총 1000여명의 직원과 생산공장,
연구소 그리고 지역 영업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한국경제의 발전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다. 안전, 보건 그리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험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에도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시품목: 자동용접면, 보안경, 용접용 마스크, 청력보호구 등 용접작업 시 필
요한 개인안전보호구

Booth NO

월간 해양과조선 정기간행물 출품
월간 해양과조선

W-

•02-3281-5037 •02-3281-0280 •www.shipbuilding.or.kr

월간 해양과조선는 조선, 해양, 항만, 물류, 조선기자재, 항법장치, 분산제어시스템, 유체제어기
기, 유체제어계측시스템, 수중초음파탐사시스템, 해양로봇, 해양계측제어시스템 등 조선.해양관
련측정장비, DCS(분산제어시스템), PLC, 스카다시스템, 제어계측솔루션, 필드버스, 중앙감시반,
계장시스템, 산업용컨트롤러, 제어기기 분야의 취재기사 내용과 기술자료, 업체정보, 업계동정,
신제품.신기술, news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조선 및 해양분야의 전문 매체입니다. 월간 해양과
조선(Marine and Shipbuilding Monthly: 등록번호 서울 라-11897)은 조선 및 해양 산업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의 정보를 제공 합니다.
전시품목: 월간 해양과조선

Booth NO

용접분야 전문지 월간 용접저널 정기간행물 출품
월간 용접저널

W-

•02-3281-5037 •02-3281-0280 •www.WELDER.or.kr

월간 용접저널은①용접분야: 용접기, 용접재료, 주변기기, 용접자동화, 관련설비
등 ②절단분야: 프리즈마절단기, 기계식절단기, 워터젯, 토치 등 ③레이저분야:
레이저용접, 레이저절단, 레이저마킹, 레이저관련 주변기기 등 ④조선.해양.항만
관련 용접정보 ⑤금속소재, 금속재료 ⑥용접.절단관련 기계.공구 등 관련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신제품.신기술, 업계동정 &
NEWS 부문을 대폭 증판하여 독자에게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품목: 용접분야 전문지 월간 용접저널 정기간행물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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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 개최
iWELDEX 2016(The 4th Welding Incheon Korea 2016)

레이저 관련 분야 전문매체 출품
레이저기술

Booth NO

W-

•Tel: 02-868-0211 •Fax: 02-868-0860 •www.dienmold.com

(주)한국산업정보센터 KIIC(Korea Industrial Information Center)
는 1991년 3월 20일에 설립, 그간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금형정
보센터에서 발행하던 월간 금형저널을 인수하고 1993년에는 월간
레이저기술을 창간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기초산업과 첨단산업
의 정보센터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월간 레이저기술 잡지

월간 로봇기술, 연간 엔지니어링 총람 등 출품
(주)한국종합기술

Booth NO

W-

•Tel: 02-2026-6900 •Fax: 02-2026-6889•www. Engnews.co.kr

(주)한국종합기술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및 연간지는 자동화, 제어계측, 기계, 전기
전자, 화공, 로봇, 등 간 산업분야의 전문지로서 신기술과 제품홍보는 물론 경제 전
반에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여 배포되고 있으며, 산업포탈사이트 -여기에-를 통한
기업간의 직간접적 거래와 엔지니어, 경영인, 그리고 산업계의 모든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유치하여 온라인 산업정보의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시품목: 월간 로봇기술, 무인화기술, 엔지니어링 종합정보, 엔지니어링 플러스,
연간 엔지니어링 길잡이 / 연간 엔지니어링 총람

월간 21C FA VISION 정기간행물 출품
(주)제네드

W-

•Tel: 02-855-3803 •Fax: 02-855-3809 •www.favision.co.kr

제내드는 산업자동화 전문지 월간 21C FA VISION을 통해 국내외 자
동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서 발행되는 월간 기계산업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 월간 21C FA VISION, 월간 기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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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해외수입용접설비산업의국내현황및전망은?
범용 용접기에 한해서는 이미 경쟁력 잃어
특수산업서는 대체 할 국산품‘전무’
⋯여전히 외산용접기‘각광
끝 모를 세계경기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강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해냈
다. 반세기 만에 수출 5,000배의 신화를 쓴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
유화학제품, 섬유, 철강제품, 가전제품, 기계류로 조사됐다. 그리고 이들 중 자동차, 선박, 기계류 등에는 용접이 필수적으
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산업에서 쓰이는 용접기는 모두 국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결코 그렇지 않다’
.그중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외산 의존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수입제품은 국산화가 미처 닿지 못한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다가 국산화가 된 이후, 그 명성을 잃어가기 마련이지만
아직 용접기 산업에서만큼은 이 같은 패턴이 융화되지 못한 듯 보인다. 물론 과거 각 산업 현장에는 외산 용접기가 70% 정
도의 점유율을 보이며 주류를 이뤘다. 당연히 국산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 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국산화를 이루다 못해
국산 제품끼리 과열경쟁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빛을 잃지 않고 중소 규모의 용접기 업체 난립과 이로
인한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꾸준히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그 명성을 이어오는 외산 용접기. 외산 용접기는 국
산 용접기보다 수 배 이상의 고가 정책을 펼쳐오면서도 그 위상을 잃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외산용접기의 대부분은 고급화 전략으로 시장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고급화 전략, VIP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20%가 소비를 주도한다는‘파레토 논리’
를 따르는 것으로, 실제 고급브랜드의 판매량이 중저가 브랜드의
판매량을 상회하는 등 많은 사례로 증명되기도 했다. 저가 전략은 주로 보급화를 이루는 시기에 이뤄지며 확산에 주 목표
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량 판매를 통해 단기간에 네임밸류는 높일 수 있으나 VIP 마케팅을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
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굳혀진 이미지는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급화를 완료한 후 성능과 가격의 우위를 내세
워 고급화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미 굳혀진 이미지로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산용접기는 대부분 고가의 정책을 펼치며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산업분야에서
는‘각광’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그 외에 산업에서 외산용접기는 어떨지, 현재 시장은 어떠하며 향후 전
망은 어떠한 지 심층 있게 다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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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 용접설비 산업의 국내현황 및 전망은?

Ⅰ. 외산 용접기 산업의 국내 현황
1. 외산용접기 업계 현황
외산 용접기라고 하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해외 수입
제품을 칭한다. 대부분의 외산 용접기 업체는 해외 용접
기 업체가 국내법인으로 진입하기 보다는 별도의 국내
유통 대리점 업체가 설립돼있다. 대표적인 이유로 산업의
특성상 시장의 범위, 그리고 나라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
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본지에서 파악한 외산 용접기
업체는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3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국산 용접기 업체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립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외
산 용접기는 그 규모가 상당히 한정적이다. 국내에서 유
통 중인 외산용접기 브랜드는 다음 표 1과 같다.
이들 업계의 자본금 규모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3억 원
이하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다. 직원 수가 5명 이하
라는 업체가 42.9%에 달하는 중소기업 주의 산업 치고는
제법 많은 자본금 규모다. 이는 매출 규모에서도 확인할
업체명

그림1. 자본금 규모에 대한 응답

그림2. 직원 수에 대한 응답

취급품목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연락처

비고

(주)국제웰즈

미국-링컨

02-6675-3600

대리점

신한통상(주)

독일-SKS, 일본-다이헨(OTC)

02-2118-7711

대리점

웰탑테크노

독일-LORCH

051-752-2145

대리점

(주)위더스

덴마크-미가트로닉, 이탈리아-텔린

031-8041-8288

대리점

은산엔지니어링

이탈리아-일렉트로

02-2245-2235

대리점

클루스코리아

독일-클루스

055-266-1680

한국지사

다이헨한국

일본-다이헨(OTC)

031-686-7445

한국지사

대원통상(주)

일본-파나소닉

02-895-8011

대리점

(주)대흥웰텍

프랑스-OERLIKON, 미국-HAYNES

052-242-1408

대리점

(주)동우L&T

미국-Thermal Arc 외

051-316-4381

대리점

베스트FA

오스트리아-프로니우스

055-286-6060

대리점

서광(말러코리아)

미국-밀러

055-277-0725

대리점

(주)서울니꼬

프랑스-일렉트로스타

02-2611-8556

대리점

세진기연

프랑스-에어리키드웰딩

02-3281-5517

대리점

소그노인터내셔날

이탈리아-CEBORA, 대만-BOSJOB

031-796-0762

대리점

국제금형기술연구소

일본 테크노 엔지니어링

019-9345-1576

대리점

웰시스

독일-재클

031-923-5508

대리점

지산무역

오스트리아-ZUTZ

031-310-8717

대리점

진아교역

핀란드-KEMPPI, 이탈리아-PrimaPower, 미국-AMI 외

02-2666-1133

대리점

파나소닉디바이스세일즈코리아

일본-파나소닉

02-2052-1050

한국지사

(주)URO

프랑스-GYS

02-403-8011

대리점

Tip Tig Korea

미국 Tip TIG

051-831-1100

한국법인

표1. 국내 유통 중인 해외 수입용접기 업체 현황 (월간 [용접저널] 광고주 우선 가나다 순)

✽출 처: 본지 자체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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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공개하는 국내에 수입되는 용
접기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공
통적으로 지난해 12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서서히 회복
하는 수치를 그리고 있다. (그림4, 그림5, 그림6, 그림7 참
조)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선거일정과 맞물려 투자시기
가 미뤄졌던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그 이후 일
부는 회복을, 일부는 회복했다가 최근 다시 곤두박질을
그림3. 매출규모에 대한 응답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수 있다. 71.4%에 달하는 업체의 연간 매출은 50억 원 이
하이며, 나머지는 100억 원 이하의 매출을 그리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그림1, 그림2, 그림3 참조)

2. 외산용접기 산업의 현황
외산용접기는 국내에서 대부분 자동화에 많이 쓰이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일반 수동 용접기는 이미 그 시장성을 잃
었으며, 일부 특수분야와 자동화 분야에서 크게 활성화
돼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자동화 시장 분야에서 외산용
접기의 시장규모는 1,000억 원 안팎으로, 결코 대형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의 외
산과 국산의 비율은 세밀하게 따져볼 것 없이 국산이 압
도적인 비율을 그리고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외산 용접기의 경우 국산 용접기에 비해
가격이 적게는 1.5배 많게는 3~4배가 고가이기 때문에 경
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가 활성화돼야 외산 용접기의 수
요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국내 현황은 경기침
체 특히 조선산업과 건설분야의 극심한 침체로 인하여
그 판매가 극히 저조하다 할 수 있다.
수입용접기의 고객은 주로 자동차, 방산, 발전, 철도차량
및 플랜트 등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이 부분들도 경기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서, 그다
지 낙관적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용접을 하고 난 뒤에 따르는 검사가 상당히 많다. RT,
UT, 비파괴검사 등 각종 검사가 뒤따르는데 만약 이 과
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손실은 상상 이상
으로 막대하다. 실제 수 백억 원에 이르는 제품이 잘못된
용접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이는 심각하게 표현
해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가임
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안전하게 사용해왔던 외산 용접
기를 선호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외산 용접기의 현황으로, 국산 용접
기의 수출량에 비해 수입량이 결코 적지 않음을 확인할

38 월간 용접저널 2015. 09

그림4. HS 8515391000 (교류아크용접기기) 수입현황 (단위: 천 불)
✽출 처: 한국무역협회

그림5. HS 8515219090 (용접기) 수입현황 ✽출 처: 한국무역협회

그림6. HS 8515299000 (저항용접) 수입현황

✽출 처: 한국무역협회

그림7. HS 8515311010 (로보트형) 수입현황

✽출 처: 한국무역협회

Special of Report
해외 수입 용접설비 산업의 국내현황 및 전망은?

구분

2/4

8.6(10.3)

-3.5(-7.0)

-6.0(-4.3)

1.9

-1.6(6.1)

-9.2(-4.6)

-

기계류

4.1

11.1(11.4)

-2.0(-7.5)

-

0.7

9.3(11.3)

-0.4(-3.3)

-7.1(-9.3)

1.7

11.8(10.2)

-1.4(-4.6)

-6.8(-8.6)

-4.1

-2.9(14.7)

4.8(5.1)

-8.6(-13.3)

운송장비
기계류

표2. 2012년 설비투자 추이 (전년동기비, %) 주: ()안은 계절조청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구분

2011

자동차(천대)
조선(만CGT)

3/4

3.7

설비투자추계지수
형태별

1/4

운송장비

설비투자
형태별

2012

2011

4,657(9.0)

✽출 처: 한국은행, 통계청

2012
상반기

하반기

2013
계

2,380(3.4)

2,161(-8.2)

4,541(-2.5)

820(6.5)

상반기

하반기

2,272(-4.5)

계

2,196(1.6)

4,470(-1.6)

705(-13.0)

1,525(-3.5)

764(-6.8)

685(-2.9)

1,449(-5.0)

일반기계(10억원)

90,561(11.2)

44,421(3.5) 47,317(-0.7)

91,718(1.3)

45,487(2.4)

51,572(9.0)

97,059(5.8)

철강(천톤)

72,283(9.6)

36,662(0.9) 35,894(-0.1)

72,556(0.4)

36,734(0.2)

37,325(4.0)

74,059(2.1)

석유화학(천톤)

21,371(0.7)

10,712(3.6)

11,370(4.3)

22,082(3.3)

10,445(-2.5)

19,830(-1.9) 20,190(-0.3)

40,020(-1.1)

20,043(1.1)

20,326(0.7)

40,369(0.9)

20,337(6.9)

38,356(4.0)

18,735(4.0)

20,781(2.2)

39,516(3.0)

가전(10억원)
디스플레이(10억원)

1,580(6.0)

40,464(2.3)
36,882(-6.9)

18,019(1.0)

표2. 2012년 설비투자 추이 (전년동기비, %) 주: ()안은 계절조청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해당 설비가 투입되는 각
산업과 연관을 지어 볼 수 있겠다.
국내에 믿을만한 통계나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굳이
추측한다면 엔화의 대량공급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
고 있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는 여건이 많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산용접기는 주로 앞서 밝힌 산업군에서 특수용접분야,
즉 알루미늄, 니켈 등의 비철금속이나 특수 강재의 용접
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본 용접이 적용되
는 특수 산업분야는 정체기에 빠져있는 듯 하다. 이는 세
계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아마 회복되기 까지는 적지 않
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산용접기 업계가 직접적인 경기 회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각 수요산업의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
인데 아직까지 시장은 조용한 듯 하다. 아마 한 동안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급격히 둔화된
바 있다. (표2 참조) 그러면서 대부분의 업계가 지난해 하
반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불황을 체감으로 느낀 것으로

11,222(-1.3) 21,667(-1.9)

✽출 처: 한국은행, 통계청

보인다. 2013년 2분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일부 업계는
회복의 기운이 서서히 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3
년 주요 주력 산업은 세계 경제 부진 완화에 힘입어 2012
년보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3 참조)
특히 일반기계가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면
서 주력산업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기계
는 자체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국가의기계류 경쟁기반 약화에 따른 반사이익, 거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부양 등이 호조요인이다. 설비
투자는 수출회복과 불확실성 완화로 완만한 회복 추이를
보이면서 연간 5%대 증가가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과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외산용접기의 국내 경쟁력
본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산용접기 업체는
많은 수의 용접기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그림8 참조) 이는 외산용접기 대부분이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더러, 일반 산업군이
아닌 특수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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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외산용접기의 국내 경쟁력에 대
해서는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물론 본질적인 결론은
같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나눠봤다.

그림8. 연간 판매량에 대한 응답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1)“수동용접에서는 경쟁력 이미 잃어”
대부분의 외산용접기 업계는 수동에서만큼은 이미 그 경
쟁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수동용접기는 이미 국산화가
많이 이뤄졌고, 저렴한 가격대비 안정된 성능으로 조선소
등을 통해 대량공급이 이뤄진 상태라고. 즉, 과거와는 다
르게 국산 용접기도 이미 기술적으로 안정화에 돌입했으
며, 이에 한해서는 고가인 외산용접기가 시장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 즉, 보급형 제품에 한해서는 국산 제품이
과거와는 달리 기술적인 안정에 들어섰으며, 가격 역시
외산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특수 산
업분야를 제외한 일반 산업분야에서는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산업군에서 쓰이는 범용 제품에
한해서는 외산용접기는 그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
이미 국산화가 이뤄졌으며, CO2 등 일반 수동 용접기는
국내에 제조업체도 워낙 많을 뿐더러,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자는 고가의 외산용
접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2)“그래도 아직은 외산용접기?”
그래도 아직까지 적지 않은 이들이 가격을 제외한 기술
력, 견고성, 용접품질 등에서 국내 용접기에 비해 경쟁력
은 월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교함이 요구되거나
열변형의 최소화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알루미늄 등 특수
용접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충분히 검증된 외산
용접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우수한
기술력과 용접성 때문에 고가의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외
산 용접기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CO2 가
스 규제가 본격화되면 그 시장은 더욱 팽창될 것이다.
근간에 들어 와서 일본 용접기 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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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회사는 이미 용접기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 공백으
로 인한 수요에 국내 용접기와의 경쟁 뿐 아니라 외산 용
접기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할 수 있겠다.
가격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
다. 특히 국산 제품이 기술적으로 완전한 안정화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외산 용접기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산 용접기는 시장이 양분화 돼있다고 하기 보다는 대
부분 고품질의 용접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이 한결 더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외산용접
기는 보편적인 일반 산업보다는 비철금속이나 고강도강
판 용접 등 고품질 용접을 요하는 특수산업 분야에서 대
부분 외산용접기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품질우선
산업분야에서 외산용접기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
다. 아직 국산용접기가 특수분야에서 기술적인 안정을 갖
추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다. 결국 국산용접기가 대체될 수 없는 특수 분야에 한해
서 외산용접기가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다.
(3)“고유의 시장 있기 때문에 비교 불가”
일각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산 용접기 비율이 90%는 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즉, 일반 산업분야에서는 대부분 국산화
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산용접기는 비철금속 용접,
조선에서도 특수선, 원자력 등 특수분야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국산용접기와의 단순비교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으로 보인다. 결국 경쟁력을 어떠한 시각에서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일 것인데, 어차피 가격으로 승부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외산용접기는 없다는 점으로 미뤄
봤을 때, 기술과 성능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외산용접기는 용접성능이나 품질, 생산성
등을 고려해 도입하기 때문에 국산용접기로 대체할 수
없는 특수분야에서만큼은 그 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사
료된다. 이 때문에 일부 특수시장에서는 외산용접기끼리
경쟁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외산용접기는 제조업 부분 중에서도, 고품질을 요구하는
특수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는 국산용접기가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와는 상호 보완
적인, 또 다른시장에 대한 접근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국
내에 소개되는 각 업체, 브랜드마다 고유의 시장과 기술
이 있기 때문에 가격과 납기 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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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된다.

4. 외산용접기의 기술력
해외 메이저 급의 대형 용접기 업체의 기술개발 투자금
액이나 그 규모는 국내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특히
업체 규모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술력 자
체에서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용접기
는 하드웨어(트랜스 등의 파워 기술), 제어 기술과 용접
기술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외산 용접기, 특히
유럽 업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 인력만 해도 수십 혹은 수
백 명에 이르며 대부분의 업체가 개발에서부터 트랜스
권선, 판금에 이르는 생산 전 과정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및 현지 시장의 규모가 용접기 업체로 하여
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에 따른 전문 인력들이 용
접기 업계에 종사하는 기반이 되게 한다.
이 때문에 해외 메이저 외산 용접기는 대부분 오랜 역사
와 정통 기술을 기반에 두고 내구성과 첨단기능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뛰어나다. 또한 최근의 각종 첨
단 기술들을 적용시켜 자동화 기능을 크게 보강시키고
있다. 그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
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국내에 진입한 외산용접기는
대부분 특수 분야에서 쓰이는 만큼 굳이 말로 표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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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될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국산용
접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파워 설계면에서나, 제어 기술
그리고 용접 프로그램, 사용자 편의 면에서 월등한 기술
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산 시스템 자체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산 용접기는 이미 기술적인 안정을 넘어서‘고객의 요
구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로 진화하
는 추세다.
대부분의 메이저급 외산용접기는 장비설계 단계에서부터
거의 100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축적된 각종 백데이타를
활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용접기가 단순한 하드웨어의
개념을 넘어 섰다고 판단해야 하며, Trans 설계, 역율, Arc
실시간 제어기술, 내구성 및 사용자 편의성 등 전 분야에
서 경쟁력 있는 진보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국내에 진입해있는 메이저 외산용접기의 기술력은
대부분 흠잡을 곳이 없는 편이다. 내구성을 포함한 기술
적 안정을 찾은 지 이미 오래됐으며, 더 나아가 현재는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아크를 세밀하게 컨트롤하며 유연
하게 발전시켜 더 효율적으로 용접을 할 수 있느냐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새
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
해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을 하느냐가 외산용접기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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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체적으로 국내시장에 진입해
있는 메이저 용접기는 대부분 기술력에서 큰 문제가 되
지 않는 편이다. 국내에 외산 용접기가 대부분 특수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는 점만 봐도 이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그 중 대표적으로 아크 컨트롤에서는 국산설
비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편이다. 본지에서 용접설비
관련 선진국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과 일본이 각각
28.6%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독일(23.8%), 오스트
리아(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9 참조)

그림9. 용접설비 관련 선진국에 대한 응답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이 같은 결과는 이들 나라의 제조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전세계 제조업 분야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야말로‘제조업 강국’
이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기초
라고 할 수 있는 용접기술 및 설비제조기술 역시 최고 수
준을 갖게 됐다. 이후 수 십년간 미국은 마이크로프로세
서, 항공기 산업, 네트워크 관련 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
분야, 제약 산업 분야 등에서의 강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쟁 이후 재건된 유럽 국가들의 부상과 더불어
일본의 성장은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철강, 자동차, 컴퓨
터 칩 생산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서서히 잃게 만들었
다. 특히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경우 미국 제조업의 경
쟁력 하락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식의 프로세스를 도입하
는 것에 경도되기도 했으며, 이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일
본어를 공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까지 배우려 했던 일본의 제조업은 20세
기 인류 역사의 신화적인 존재였고, 미국의 왕자를 끊임
없이 노리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다. 일본 제조업이 지
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투철한 장인정
신 등을 기초로, 암묵지와 형식지의 선순환을 통한 기술
의 향상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경제의 선진화가 진
행됨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탈산업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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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지만 일본경제의 경우, 구미 선진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
제성장의 동인으로 역할을 지속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제조업은 그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태다. 원천기술이야
보유하고 있겠지만 과거만큼의 명성은 떨치지 못하고 있
다. 대기업은 제조업을 과감하게 접었고, 중소기업도 오래
전에 대부분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자금흐름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공장도 늘어났다. 업종에 따라서는
최고 80~90%까지 공장이 사라졌다는 것.
독일의 제조업은 GDP의 약 1/4를 차지하며, 자동차와 기
계 등의 전통 제조업과 특수장비, 산업기계, 전기설비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다. 2000~2009년 기간 중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71.7~77.6%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로 돼있다. 용접
관련 기술이 좋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는 것이
다. 결국 글로벌 시대는 미국이 선도였고 유럽연합이 통
합했으며 민족보다는 문화와 연합이, 국가관료보다는 글
로벌 기업과 자본, 시간이 중시되는 패러다임으로 변해가
고 있다. 특히, 해외 글로벌 용접기 업체 중 대부분은 매
출액의 일부를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이 때문에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더 좋은 연구과제로 더 좋은 기술
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용접기 산
업 시장은 그 시장 자체가 무조건적인‘가격 경쟁력’
으로
구성돼있다. 이는 국내 용접기 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전
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외산 용접기의 국내 경쟁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산 용접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세계의
이슈와 트렌드에 포커스가 재빠르게 맞춰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충분히 그 포커스에 대적할 만한 기술력을 내포
하고 있다는 것이다.

5. 한국시장 공략이유 및 장점
(1) 다양한 산업군과 작지 않은 규모
한국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성은 나라의 규모에 비
해 용접의 수요 산업군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이다. 국
내에는 자동차, 조선, 건설, 풍력발전, 강관, 중장비 등 갖
가지 수요 산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돼 있다. 이 같은
산업구조의 특성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다고 감히 단언할 정도다. 일부 특정 산업 한 두개 정도
만이 한정적으로 발전돼 있는 다른 나라와는 상당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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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군이 상당한 수준으
로 발전돼있다. 그리고 이와 덩달아 적용되는 용접기술의
발전 역시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한국
시장은 용접기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제규모가 매우 크
다는 것. 비록 현재는 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상승국면에
들어 서면 한국시장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수출 또한 왕성한데, 이 또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구 5,000만 명의 결코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이 같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상위권의 경
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 외산용접기가 장악하고 있는 자
동용접 분야에서만큼은 국내 수요 시장이 상당히 큰 편
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자동
차 산업에서는 주로 자동용접이 쓰이는 편인데, 현재 자
동용접에는 대부분 외산 설비가 도입돼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용접 관련 수요산업의 규모가 제법 큰 편이
다. 세계 용접시장에서는 국가는 작지만, 용접 시장의 규
모나 잠재력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특수분야의 경우 국산 용접기로 대체될 수 없는 상
황에서 외산용접기의 영향력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2) 탁월한 응용기술 및 용접기술
한국 용접사들의 용접기술 수준은 세계 으뜸이다. 따라서
외산 용접기 회사에서는 새로운 용접기의 장단점 또는
개선 사항 등을 한국 용접 시장에서 테스트하면 쉽게 체
크해 뽑아낼 수 있다. 불행히도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있
는 용접작업이다 보니 우수한 용접사가 점점 줄고 있다.
이는 자연적으로 용접자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다. 이 또한 한국시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순한 용접기 제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설계 및 생산, 그리고 응용
기술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상당히 다양하면서,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용접기술 역
시 확보가 돼 있다고 보고 있다.

Ⅱ. 외산 용접기 산업의 국내 전망
1. 외산 용접기 산업의 전망
외산용접기 산업은 과거부터 꾸준히 무난한 시간을 보내
왔다. 그리고 2013년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간의 상승률을

보이거나,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산용접
기 시장 자체가 몇 개의 메이저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국내에 정확한 통계
치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뿐더러, 외산용접기
가 자동화와 관련된 시스템과 묶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수입용접기의 수요가 위에서 언급한 각 산업 중
에서도, 주로 고품질 용접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보급된
다는 특징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 고객들의 생산라인의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와 품질향상과 생산성혁신의 요구
에 따른 투자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외산용접기
의 경우 일반적인 산업 보다는 특수한 제조업분야에 시
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산용접기에 비해서는 상대적
으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각 공급업체
의 노력에 따라 결과는 각자 달리 나타나겠지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현재 국내 경기는 2/4분기에 들어서면서 그 흐름이 풀리
고 있는 듯 하나, 이를 본격적인 회복국면이라고 해석하
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아무래도 세계 경기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경기 만으로 그 시장을 내다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
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조선산업에도 새로운 발주가 이어
질 것이며 이로 인한 호황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특히, 국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
접자본) 사업 활성화 역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난
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마 용접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서 체감상
으로 경기불황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동일, 혹은 소폭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요 수요 산업군이 대부분 침체기에 빠
져있기 때문에 회복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나 돼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용접기 업계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각
수요산업의 설비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세계경기 불황을 원인으로 각 기업에서 설비투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이는 세계경기
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업계와 우리나라
상황만으로는 점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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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계 경제는 유로권 위기의 점진적 완화, 주요국의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대응 강화, 원자재 가격 안정화
로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전년
에 비해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유로권 위기의 여파와 미국의 재정절벽 변수, 그리
고 각국의 지도부 교체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잔존에 대
한 우려가 있다. 세계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 회복과
유가 안정에 다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3년 국내경
제는 전년보다 1%p 내외 높은 3%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기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리고 2013년 전 세
계 경기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10. 세계 주요국 선행지수

✽출 처: 포스코경영연구소

로 연평균 2.4% (PPP 기준 3.1%)로 금년 수준에 그칠 전
망이다. 구미 각국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긴축
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으로 글로벌 산업생산 및 무역도
상반기까지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9월 이후 미
국 3차 양적 완화, ECB 무제한 국채매입, 일본 중앙은행
의 추가 양적 완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긴축으로 실
제 정책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착륙, 보호
무역 강화, 이란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2013년 글로
벌 경제는 더블딥 우려까지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
한 국제공조 미흡으로‘위기발생→임시대책→단기효과→
위기재발’되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초 미
여야간 정치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실물 경기에 큰 충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변
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
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올해 말 정권 이양 이후 신
지도부 간 갈등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경기는 회복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세
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이는 기
존 3.4%에서 3.0%(상반기 2.2%, 하반기 3.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유로존 위기 장기화·유가 상승 등
의 불안요인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위축시키고 국내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표 참조) 특히 KDI는 한국경제가‘저성장의 늪’
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전에는
4% 초반, 현재로선 3% 중후반대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1
년부터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전망이며, 경기
여건이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
기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4 참조)
구분

2012년

2013년

경제성장률

2.2%

3.0%

민간소비

1.7%

2.7%

소비자물가

2.2%

2.3%

실업률

3.3%

3.2%

표4. 국내경기 및 민간소비 성장률 예상 ✽출 처: 한국개발연구원
그림1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출 처: 포스코경영연구소

그림10, 그림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년 세계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재정 여력 약화 및 소비·투자심리 위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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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산업에 의한 전망
본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산용접기는 중장
비와 자동차산업에 가장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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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수요산업군에 대한 응답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그림13. 수요발생 지역에 대한 응답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선산업과 플랜트 산업이 그 뒤를
각각 이었다.
이는 외산용접기 업체의 주요 수요 발생 지역 조사에서
도 나타났다. 외산용접기 업체의 주요 수요발생지역은 경
남(35.5%), 울산(17.6%), 경기(14.6%) 순으로 나타났다. 대
부분 조선 및 중공업이 활성화 된 지역으로, 결국 외산용
접기는 고도의 용접품질이나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산
업에서 선호되는 일반 용접에 사용되는 국산용접기와는
시장이 다르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림12, 그
림13 참조)

(1) 건설기계 산업
지난해 세계 건설기계 시장은 인도, 중동 시장의 확대와
미국 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침체와
서유럽 시장의 위축으로 전년비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14 참조)
그리고 2013년 건설기계 시장은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보
일 전망이다. 중국 건설기계 회복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
문이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고정자산 투자가 크게 줄었고 건설기계 판매도 급감했다.
2013년에는 신정부의 부양정책으로 고정자산 투자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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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글로벌 주요 국가별 건설기계 판매 추이 및 전망

대한 기대감이 높다. 2분기를 전후로 고정자산 투자 회복
과 함께 건설기계 판매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3년에
도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중소형 건설장비 수요가 능가
할 것이며, 셰일가스(Shale Gas) 등 에너지자원 개발에 필
요한 대형 장비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 기업인들은 내수부진, 은행의 대출감소에 따
른 투자 감소로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체
가동률도 낮아져 독일, 스위스 등을 제외하면 설비투자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림15 참조)

그림15. 미국 건설기계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출 처: KDB대우증권

국내의 경우, 2013년 건설기계 시장수요는‘적신호’
다. 한
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굴삭
기 등 건설기계 생산은 2012년 대비 3.2% 증가한 11만849

46 월간 용접저널 2015. 09

✽출 처: KDB대우증권

대, 국내판매는 1.3% 증가, 수출은 5.0% 증가에 머무를 것
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수요는 정권 교체기에 따른 정부지
출의 감소로 2012년 대비 연간으로 3~5% 감소가 예상되
고 있다. 상반기 위축, 하반기 소폭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자금경색 상황으로 원천적으로 건설중장비를 구매
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수출용 생산은 증가가
예상되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2분기 이
후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증가율도 한 자릿수의 밋밋한
수요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월까지의 생산 및
내수.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비 모든 부분이 크게 하
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참조)
(2) 자동차 산업
1) 생산량 증가에 따른 호조 기대
2013년 자동차산업을 들여다보자. 지식경제부(현. 산업자
원통상부)와 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 자동차
산업은 국내ㆍ외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
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가 지속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재정절벽 등과 같은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등 2013년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유럽의 수요감소, 원화
강세 등의 불안용인도 있으나, 북미 수출의 꾸준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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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굴삭기

지게차

기타

합계

연간누계

증감률

2월

1월

12월

생산

6,412

▼28.0%

3,134

3,278

2,569

내수

1,548

▼-16.1%

791

757

254

수출

4,792

▼36.7%

2,388

2,404

2,872

생산

6,745

▼8.7%

3,221

3,524

3,243

내수

2,175

▼-21.2%

1,033

1,142

1,204

수출

4,713

▼16.1%

2,245

2,468

2,090

생산

1,231

▼16.4%

657

574

567

내수

419

△28.1%

212

207

146

수출

828

▼38.9%

470

358

371

생산

13,157

▼19.0%

7,012

7,376

6,397

내수

3,723

▼16.1%

2,036

2,106

1,604

수출

9,505

▼28.9%

5,103

5,230

4,333

표5. 건설기계 생산.내수.수출 현황 (단위: 대)

✽출 처: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2011년

구분

생산

2012년
증감률

생산

2013년 전망
증감률

생산

증감률

국내 생산

4,657

9.0

4,600

-1.2

4,700

2.2

해외 생산

3,141

20.6

3,600

14.6

3,800

5.6

수출
내수

3,152

13.7

3,200

1.5

3,300

3.1

총계

1,587

1.5

1,532

-3.5

1,550

1.2

국산차

1,475

0.6

1,400

-5.1

1,400

0.0

수입차

112

13.3

132

17.4

150

13.6

표6. 2013년 자동차 산업전망 (단위: 천 대, %)

세, FTA 추가 관세 인하 등의 긍정요인으로 수출 수요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고 수출이 금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표6 참조) 국내생산은 내수시장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소폭증가와 공장 증설 등으로
금년 대비 2.2% 증가한 470만대를 전망하고 있고, 해외생
산의 경우에는 금년에 신설된 현지공장의 본격 가동과
기존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5.6% 증가
한 380만대를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EU시장의 침체와 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의 감소
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동차 시장의 증가세를 바탕으로
북미, 동유럽 등의 주요시장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금년대비 3.1% 증가한 330만대를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자동차 시장
의 회복세와 동유럽,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2013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EU FTA 추가 관세 인하와 터키, 콜롬비아 FTA발효
(2013년 중 예상)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주요 시

✽출 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장별 특성에 맞는 신차종 투입 확대 등의 수출 증가 요인
이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 업무시간 변경에 따른 설비증설 기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국내 생산 공장에서 주간
2교대제에 노조와 합의하면서 올해부터 주간 연속 2교대
(8+9시간)를 시행해 업무시간이 기존보다 10.8% 줄어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생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
다. 하지만 그러나 3교대제와 2교대제의 생산성이 같을
수는 없을 터. 대신 현대차는 3,000억 원의 설비투자를 통
해 국내공장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대수)를 기
존 402대에서 432대로 올려 생산량을 보전할 것으로 전해
졌다. 이 같이 연속 2교대제 시험생산이 시작된 이후 생
산량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험생산
기간에는 UPH는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을 단축해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기아차는 UPH를 단
계적으로 11%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기아차도 광주
공장의 UPH를 42대에서 50대로 올리는 등 연간 12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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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13.1Q

2013.2Q

2013.3Q

2013.4Q

한국
미국

산타페 롱바디

투싼 F/L

아반떼 F/L

쏘나타 후속 / 제네시스 후속

산타페 롱바디

에쿠스 F/L

투싼 F/L

엘란트라 F/L

유럽

-

산타페 롱바디

투싼 F/L

I10 후속

중국

-

-

아반떼 롱바디

-

기타

-

산타페(인도)

-

I10 후속(인도)

표7. 현대자동차 신차출시 일정 및 계획 (F/L: (Face-Lift): 부분변경 모델)
국가

2013.1Q

2013.2Q

한국

신형 카렌스

미국

K3, K7 F/L, 카렌스 신형

유럽
중국
기타

K7 F/L, 카렌스

✽출 처: 현대자동차, 언론 종합

2013.3Q

2013.4Q

K5 F/L, K3 해치백

스포티지 F/L

쏘울 신형

-

K5 F/L, 쏘울 신형, 스포티지 F/L

K9

프로 씨드

-

K5 F/L

스포티지 F/L, 쏘울 신형

포르테 개조모델

-

-

-

-

K5 F/L, 스포티지 F/L

쏘울 신형

표8. 기아자동차 신차출시 일정 및 계획 (F/L: (Face-Lift): 부분변경 모델)

생산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주말 특근으로 아직 노사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다. 2013년 4월 초. 현 시점에서 언제 협상이 끝날
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일각에서는 2분기부터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UPH 상향
을 위해 병목공정(정체되는 생산공정) 해소를 위해 각각
3,000억원의 설비투자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3) 신차출시에 따른 설비증설 기대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2013년에 14조1,00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13조8,000~13조9,000억원 대의 투자를 계획한 것으
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신차 연
구·개발과 양산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표7
과 표8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신차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 기존 모델에서 부분변경이나 신형모델이지만, 어
느정도의 설비투자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2분기는 자동차 시장의 전통적인 성수기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시기다. 매년 2분기는 자동차 판매의 성수기로,
판매가 늘면서 재고량이 소진되는 기간이며, 4월부터 시
간당 생산 대수(UPH)가 늘어남에 따라 주간 2교대제 시
행에 따른 생산량 감소도 회복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여간 3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국 3공장의 완공을 앞둔 기아자동차의 설비투자가 기
대되고 있다.
(3) 플랜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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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서면서 각광받고 있는 플랜트 산업은 용접에서
상위권에 랭크 돼있는 수요 산업군이다. 특히 원자력 플
랜트의 경우에는 특수재질의 다른 종류의 재질을 접합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용접품질은 곧 원자
력 발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플랜트에서 용
접은 방사능이나 이음을 방지하고 내부에 부식 혹은 균
열 등의 결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압력윤기를 하게 된
다. 또한 내부에 스테인레스와 인코넬과 같은 재질로 크
레딩을 하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요
구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결국 플랜트에서 용접의 중요성은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나눠볼 수 있겠다. 그동안 용접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점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듯 구조물의 생산이나 플랜트 기자재의
제조에 들어가는 용접기술의 중요성은 설계 기준의 강화
와 사용환경의 가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그 의미
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다. 결국 최고의 용접성과 품질
이 보장돼야 함에 따라, 플랜트 산업에서는 국산용접기보
다 외산용접기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2013년 세계 플랜트 시장은 어떨까. 2013년 세계
플랜트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유가안정으로 시장 규모가
지난 2009과 2010년보다 다소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
하고 공종별로는 세계 GDP 성장에 기반한 발전플랜트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돼 700억불의 수주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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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내·외 플랜트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형 건설사
는 비상경영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군살을 빼는 한편, 새롭
게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생존기반
을 국내사업은 축소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하면서 마련하
기로 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당초 계획
치보다 높게 책정되며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전반적인
민간 건설시장 침체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주 수익원을 해외에서
찾고 있다. 움직임은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보다 대형사에
서 더욱 두드러진다. 건설업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
설은 글로벌 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외 영

업본부를 강화했다. 주력은 플랜트로 수처리사업과 원전
성능 개선사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정한 상태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래성장 사업기반 확보,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조직 슬림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핵심 상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확보
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개발사업본부 인력 상당
수를 국내외 영업본부로 재배치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플랜트 시장은 2009년 이후 형성된 고유가로 2010년, 2011

그림16. 세계플랜트 시장 전망 추이 (단위: billion USD)
✽출 처: IIR(Industrial Info. Resource), BP Energy Forecast, BMI reports,

그림18. 지역별 시장전망 (단위: billion USD)

IEA Energy outlook, 플랜트협회

✽출 처: IIR(Industrial Info. Resource), BP Energy Forecast, BMI reports,
IEA Energy outlook, 플랜트협회

그림17. 2013~2017 섹터별 시장 분포

그림19. 섹터별 시장전망 (단위: billion USD)

✽출 처: IIR(Industrial Info. Resource), BP Energy Forecast, BMI reports,

✽출 처: IIR(Industrial Info. Resource), BP Energy Forecast, BMI reports,

IEA Energy outlook, 플랜트협회

IEA Energy outlook, 플랜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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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장세가 뚜렷했으나, 2012년 이후 유가안정으로 2013
년 성장세 역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
히, 최초로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공사 중 수주가 유력한 공사의 규모가 270억
달러 가량이고, 현재 수주 활동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새
로 입찰에 참여할 공사 규모는 400억 달러 이상으로 파악
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가 진정되면서 유가폭락 우려가
낮아지고, 주요 수주 텃밭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
라 건설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재정절벽 해소 등 제거된 불안 요소도 있지만 여전히 세
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은 수주활동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16, 17, 18. 19 참조)
(4) 조선산업
조선산업 역시 용접의 주요 수요산업이다. 일각에서는 조
선산업에서 역시 용접기는 국산화가 이미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특수분야에서는 여전히 외산용접기가 선호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도 전 세계 조선시장은 여전히 상선부문의 부진과
재해구분/연도

2009

수주량
(증감률)

해양부문의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2013년 한국 조선산업의 수주량은
금년대비 약 9% 증가한 730만CGT에 불과해 여전히 수주
침체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주액은
금년대비 약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액이 해운
시황 부진 등의 원인으로 약 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9, 그림16 참조) 결국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신규 수주
2011

2012

2013P

2.5

11.3

13.7

6.7

7.3

(△86.2%)

(359.9%)

(21.0%)

(△51.0%)

(9.0%)

73.9

313.2

508.3

280

311

수주액
(증감률)

2010

그림20. 주요국가의 조선 건조량 전망 ✽출 처: 포스코경영연구소

(△88.0%)

(323.9%)

(62.3%)

(△44.7%)

(11.0%)

수출액

451.3

491.1

565.9

402

390

(증감률)

(4.6%)

(8.8%)

(15.2%)

(△29.0%)

(△3.0%)

표9. 국내 조선산업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CGT, 억달러, %, ( )은 전년동기대비 증감)

그림21. 신조선가 사이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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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Clarkson,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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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상선사이클 추이

가 극심한 부진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선박 해체가 없다
면 현재의 조선 경기 침체는 5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추
락한 조선산업은 갖가지 경제위기와 맞물려 거의 바닥수
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21 참조)
이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를‘직격탄’
으로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및 미국 등 글로벌 경기
악화로 발주 선박의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고 현재 조
선산업을 포함해서 플랜트 산업이며, 건설 산업이며, 호황
을 누리고 있는 관련 산업군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러한 점을 미뤄 그림22에서 그동안 추이를 분석했을 때,
현재 이어지고 있는 하락세를 막을 방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2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선 신규 수주는 2003~2007
년의 상승 사이클 마감됐고 2008년 이후 하락 사이클을
보였다. 상선선가 및 수주잔량은 2008년을 고점으로 하락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고, 실적은 2011년 상반기 고점을 기
록한 이후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다. 결국 상선업종 4대
지표 현재 모두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바닥을 확인한 증
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조선산업의 장
기화되는 불황은 용접산업의 침체까지 함께 불러오고 있
는 상황이다. 아마 대부분의 업체가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Ⅲ. 외산 용접기의 기술개발 흐름
1. 소프트웨어로의 변화
최근 수년 전부터 용접기가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변화
하고 있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유럽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는 용접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단순히 불러내서 모재 두께

✽출 처: 키움증권

만을 선택함으로써 용접조건을 맞추는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상당히 이뤄졌다. 이전에 용접사의 기술에 의존하
던 용접이, 용접 초보자들도 약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용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근의 용접
기의 흐름이다. 과거보다는 점차 사용자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용접기가 처음 개발된 시기는 1880년대다. 이후 트랜스,
SCR 제어형 용접전원, 인버터를 거쳐 1980년대부터는 마
이크로프로세스 시너직을 제어해 사용자 편이성을 향상
시켜 왔다. 이렇게 용접기 산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
며 각 산업분야에서 주요 공정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
다. 그리고 요즘은 사용수준도 글로벌화되면서 용접기는
사용하는 데 보다 편리하고 인간공학적으로 발전하고 있
다. 전력사용량이 적고 친 환경적이며 보다 효율이 뛰어
나고 사용자들의 편이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의 변화추세는 꾸준하면서도 상당히 빠른 속
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외산 용접기는 주로 시대의 흐름을 타고 하드웨어적인
용접‘기계’
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용접기 업체들은 DSP와 CANBUS를 이용한 통신과 수십 가지의 기본 용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용접기를 공급한 지 오래 됐고, 지금은 신소재
에 대한 용접 데이터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SD
카드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정도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유명 용접기 업체의 한 모델을 보
더라도, 180가지 이상의 용접 프로그램(모재/두께/전류별
용접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아주 복잡한 용접이라도
해당 용접프로그램을 불러 모재의 두께만을 선택하면 바
로 용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재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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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용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SD 카
드에 저장해 용접기에 넣은 후 용접기의 전원을 껐다가
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됐다. 그 동안의 용
접기가‘하드웨어’
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점차‘소프트
웨어’
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외산용접기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인데, 아마 고객의 요구에 즉
시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친환경 및 작업자 건강위주의 접목
최신 용접기술 대부분은 피용접재의 용접 후 건전성 확
보 및 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생산성 혁신이 전제
된 모재 정밀도 유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용접 전 측정과 용접 중 측정 및 Arc제어라는 의견이다.
아마 용접관련 업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자 투자가 진행중인 부분이라 본다. 그리고 환경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였다. 부 쪽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내에
서도 곧 당면할 현안일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은 과거부
터 꾸준히 삶의 화두에 올라서 있었다. 산업의 급속한 발
전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은 근로
자의 건강과 생명을 시시때때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고속성장을 해
왔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외면하고 말았는데, 바로‘환
경’
과‘건강’
이다. 이 두 가지는 용접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세계적인 추세
하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성과 유해성이 작업
자의 안전 위생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 및 설비배관 설치에 주로
사용되는 용접작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대부
분 작업장에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인체에 유해한 용접 흄에 노출되고 있
는 실정이다. 용접 흄 중에는 철, 망간, 크롬 니켈 등의 금
속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중 망간은 망간중독 및 진
폐증의 원인 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용접을 하면‘흄
(fume)’
이 발생된다. 그리고 이 흄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
적이다. 이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흄을 최소화해 작업자
의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 중이
며 이러한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해외 유수의 용
접기 업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용접기에도 접목해 제품
을 이미 개발했으며 현재는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의 개
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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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이브리드 및 갭용접 등 신기능
고속용접, 하이브리드 용접으로 개발되는 추세다. 하이브
리드 공정은 통상적으로 MIG/MAG 용접과 레이저 용접
의 혼합용접 방식이며, 본 기술개발이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고속용접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기술들은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대체적으로 눈에 띄는 큰 변화 보다는 수
요 산업군의 변화에 따른 약간의 용접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현재 자동차도 경량화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해서는
용접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꾸
준히 발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용접법 중 하나는‘갭(Gap) 용
접’
이다. 두 개의 용접 모재를 이격시킨 상태에서 버티칼
(VERTICAL) 용접을 하는 것인데, 일반 용접기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융물이 흘러내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반
해 갭용접은 용융물이 흘러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용접적용 분야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 에너지 절감
현재 세계적으로 각 산업에‘에너지 절감’
에 대한 필요성
이 점차 극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용접
기 산업에서 역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최근 용접기에도 파워를 제어하는 등의 절전형,
에너지 절감형의 용접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사실 용접기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기술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획기적이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기존에서 약간의 보완, 업그레이드 등이 이뤄질
뿐이다. 아마 향후에도 획기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용접기의 세계적인 기술개발의 흐름은 에너지절감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더욱 더 정교한 아크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디지털 방식보다 수
백배 빠른 응답속도를 보이며 아크 제어기능 역시 더욱
더 세밀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
Ⅳ. 외산 용접기 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고가 가격대
앞서 밝혔듯 외산 용접기는 국산 용접기에 비해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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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용접기

구분

A사

CO2 인버터 아크 용접기
CO2 아크 용접기
AC/DC 인버터 알곤 용접기

외산 용접기
B사

A사

B사

240만원 대 (500A)

270만원 대(500A)

1,000만원 대(450A)

2,500만원 대(400A, 수·자동 가능)

240만원 대 (500A)

290만원 대 (500A)

680만원 대(450A)

2,000만원 대(400A, 수·자동 가능)

260만원 대 (500A)

270만원 대 (500A)

990만원 대 (350A)

1,500만원 대(400A)

표10. 국산용접기와 외산용접기의 가격 차이 (본체+송급장치 기본모델, 외산용접기는 4월24일 환율 기준)

으로 3~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0 참고) 이
외에도 많게는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산 용접기는 국산 용접기에 비
해 상당히 고가다. 물론 이 같이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
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매자들의 입장이
다.

2. 시장 안정화
국내 용접기 산업에서 외산 용접기 시장은 굉장히 한정
돼 있다. 그리고 경제성 부족, 전문인력 부재 등 갖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국내 용접기
산업의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데에서 기인하며 외산 용
접기 산업의 문제점은 업체 각각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외산 용접기 산업은 고품질 내지는 고생산성 용접을 위
한 용접 자동화 및 전용기 시장, 그리고 주변 장치와 함
께 성장해야 하며 개별 업체들은 이에 대한 기술적 대책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후관리(A/S)
외산 용접기를 사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외산 용접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로‘사후관리(A/S)’
를 꼽는
다. 외산 용접기 업체 중 일부는 A/S에 상당히 소홀한 것
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입제품의 특성상 빠른 사후
관리에 일정부분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은 소비자 역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일한 태도
를 취하게 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과거 한 유명인의 일화가 있다. 그가 했던 말 중에‘도전
하는 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대라. 100가
지든, 1,000가지든 그 이유를 제거하면 될 것 아니냐’
는말
이 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지만 어려운 말이다. 그만
큼 상대의 편리성과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즉, 업체

에서 보다 빨리 시장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미리 부품을 확보해 A/S기간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그 외 일부 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
론 소비자 역시 외산품이라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약속하고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
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
히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실시한 조사결
과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수치의 외산 용접기 업체는 자
체영업과 대리점 판매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그 대리점은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13 참조) 일부 지역에도 곳곳에 대
리점이 구축돼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만큼 A/S 센터
또한 구축 돼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4. 공식 통계자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확한 산업 통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외산 용접기 산업 뿐만 아니라
국산 용접기 산업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일 것
이다. 물론,‘용접’
이 그 누구나가 관심 갖는 사회적 이슈
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서 외면해버리면 절대 발전할 수 없으며, 이는 나아가 국
가 산업발전이 더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외산 용접기와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
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비단 외산 용접기 산업이 갖
고 있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국내 용접기 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산
업에 대해서 추측만 무성할 뿐이지 전문적일 수가 없다.
이는 산업이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각 사마다 여러 방면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각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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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출입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정확한 통계가 없다
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5. 동종업계 간 경쟁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함은 고객과 경쟁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의 기로에 서있다. 그리고 그 기로에서 시
장 추세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따라잡아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업종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리한 위치 선점은 물론, 새로운 환
경변화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야 한다. 이러한 이치로, 외산
용접기 산업이든 국산 용접기 산업이든, 동종업계 간 경
쟁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로 헐뜯는 경쟁보다는
서로간 선의의 공정한 경쟁이 요구된다. 실제 본지가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외산 용접기 산업에 육성정책이 필
요하다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66.7%%에 이르는 외산
용접기 업체가‘시장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답했다. (그림23 참고) 그리고 국내 외산용접기
업체의 36.4%는 현재 과다가격경쟁이 외산용접기 산업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그림24 참조)

그림23. 필요한 육성방안에 대한 응답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그림24. 외산용접기 산업이 안고있는 문제점에 대한 응답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서로 헐뜯는 과다경쟁 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제품에 정
당한 마케팅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무리 모든 용접기가

54 월간 용접저널 2015. 09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져서 개발이 되고 공급이 된다고
는 하지만 각 사 마다 자체의 고유 특성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마케팅이 이뤄져야지 무턱대고
단순히 소비자를 현혹하고 그에 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
한 상술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행 중 하나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서 꾸준한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이
지속적으로 선순환 돼야 고객의 외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거에는 각 산업 현장에 국산 용접기가 전무했
다. 전체 용접기에서 71%가 외산 용접기라고 한다면 말
다 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는 정말 옛말에 불과하다.
현재 업계 전문가들은“과거 외산 용접기가 각 산업에서
주류를 이뤘던 때와는 다르게 전체 용접기 시장에서 국
산 용접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선 지 꽤
오래됐다”
고 평한다.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해외에 수출
까지 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는 외산 용접기는 범용이
든, 특수 분야든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시장에서 점
유율이 상당했었으나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범용 외산 용
접기 만큼은 크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
가들은 평한다. 다만, 국내 용접기 제조사들은 소량 다품
목 생산체제로 자동화에 의한 대량 생산이 어렵지만 막
대한 자본과 설비투자가 비교적 양호한 몇몇 외산 용접
기의 제조사들은 꾸준한 제품개발과 기술혁신으로 가격
보다는 품질로서 외산 용접기 업체와 국내 용접기 제조
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외산 용접기 업체에서는 신개념의 프로세스를 이용
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 이며 이는 모든 메이
저급 용접기 업체가 당장에 직면한 과제일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국산 용접기 보다 외산 용접기의 기술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국산 용
접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점
차 시간이 흐를수록 국산 용접기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용접기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용접
기 산업은 그 동안 낮은 비용을 무기로 거대한 자국 시장
과 해외시장에 인버터 용접기를 공급하면서 성장했다. 하
지만 지난 상해 전시회에서 많은 중국 용접기 업체들이
유럽 스타일의 진화된 용접기를 선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접 프로그램을 내장한 시너직 모드의 MIG
용접기나 로보트와 장착된 용접기 등은 이미 일반화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추세라면 향후 세계 시장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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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직원 평균 근무년수에 대한 응답

중국 용접기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한 상황이다.

6. 인재부족
국내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문제점 역시 도출해낼
수 있다. 용접산업 전반에서 인재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입이 닳고 펜이 닳도록 논해왔다. 그러나 절대 변
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국산 용접기 산업에서 뿐만 아니
라 외산 용접기 산업에서도 인재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10년 이하의 근무 경력을 가진 직원들
이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5년 이
하가 21.6%로 조사됐다. 종합적으로 10년 이하로 근무하
는 직원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 결코‘평생직장’
으로 삼
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형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5 참조)
이러한 점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부 및 관련 기관, 그
리고 업체 스스로는 원인 분석과 함께 그에 타당한 변화
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독특한 직업훈련 제도는 필요 전문인
력이 꾸준히 공급되는 구조로 형성돼있다. 독일의 교육은
철저히 직업과 연계되고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방향으
로 학교가 설립되고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나머지
3~4일은 사업체에서 실습교육을 받는‘이원적 직업훈련

✽출 처: 본지 자체 설문조사

제도’
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학교에
서 직장으로의 전환비용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청년 실
업률을 평균 5%p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Ⅴ. 맺음말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본질은 제조업의 위
기에서 초래됐다. 게다가 엔고현상은 일본 제조업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갔다. 그래서 일본
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이라도 하려는 듯 느 엔저 전략
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체계를 도입한
중국의 등장으로 세계의 생산공장은 거의 중국으로 넘어
가고 있다. 제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인 원가경쟁으로 중
국을 당해낼 수는 없기 때문.
그동안 외산용접기는 국산 용접기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외산용접기
업체는 국산용접기가 미치는 시장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으려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
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산업이 발전해나간다면 더 좋
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 협력이 반
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을
바란다면, 일부 소비자의 무조건적인‘외산 선호사상’
은
반드시 버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일
부 소비자의 국산제품이 뒤처진다는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도 반드시 있다고 본다.
2011년 7월 1일 부로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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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 각국과의 FTA체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 산
업의 업체들은 이에 따른 시장 변화에 휩쓸려가지 않으
려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
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
벌써부터 소리 없는 전쟁이 훤히 보이는 듯 하다. 이에
따라 각 업체에서는 나름대로의 만만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산 용접기 업체는 그동안 입
지를 충분히 잘 다져왔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
돼왔던 기본 틀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입지를 이
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유사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본에 비해 기술적인
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급
속한 추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뿌리산업
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제고와 함께 우리의 장점인 창
의적인 동태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일치된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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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판 한국용접설비산업정보 제작안내
오늘의 광고 투자는 기업 미래의 투자입니다!!
용접기와 관련설비의 홍보를 원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되십니까?
2014년 8월 30일 6,000부를 발행하여 2014년 11월 12일 부산국
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2014년판 한
국용접설비산업정보를 이용하여 보십시오!
메탈넷코리아 발행하는 용접기, 용접설비, 용접재료(용접봉/용접와이어)용접자동화, 접합
(브레징), 절단설비, 레이저설비, 용접관련 주변설비, 기자재 전문지 월간 [메탈넷코리아]와
http://www.welder.or.kr)에서는 산업의 기
용접.절단.레이저분야 전문 검색엔진 용접포털(h
반인 용접산업분야에서 용접기 산업분야의 저변확대와 이 업종간 정보교류로 용접기 산업
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수요 창출과 정보제공을 위해 [2014년판 한국용접설비산업정보]
를 2014년 8월 30일 발행 합니다.

메탈넷코리아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http://www.weld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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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국제주조.단조.열처리및내화물.공업로설비산업전
The 9th International Heat Treatment Technology & Refractory, Furnace and Surface Finishing Industry Equipment Exhibition Korea

Metal+Metallurgy & Thermoprocess Expo 2016
2016년 5월 25일 - 27일(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http://www.thermotec.co.kr

Metal Exhibition 2002

Metal Exhibition 2006

Metal Exhibition 2011

■참가&참관문의: Metal Network Korea Company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해외건설, 중국의위안화절상에‘긴장’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총액 총 307억 달러 중 아시아지역이 140억 달러를 기록해 중동의 101억 달러를 넘어선 것
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 총액 중 아시아 수주 금액이 중동을 넘어선 것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유가
로 인한 중동지역의 발주 감소와 지연으로 인한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발주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의 발주가 증가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주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국내 건설사들의
텃밭이던 중동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 국내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
상 최대폭인 1.86%를 내려 중국 건설업체들의 저가 수주 공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해외건설수주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
고 있다. 해외건설에 있어 지역다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동지역만큼 아직 매력적인 시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
동 건설시장의 회복이 절실해 보이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8.21(금)부터 8.29(토)까지 경제 제재 해제 이후의 이란 인프라·플랜트 시장 재진출을 도모하고, 아
프리카의 진출거점 국가인 알제리·몰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해 중동·아프리카 지역 해외건설 시장개
척단 지원활동에 나선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과 엔지니
어링업체·시공사 등 민간 기업이 함께 한국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란은 우리나라가
2010년 서방 경제 제재 동참 이전까지는 해외건설 수주액 전체 6위, 중동 5위의 중점국가였으나, 경제 제재 동참 후 전체 17위,
중동 8위로 그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이란은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주택도시장관회의(APMCHUD)에 참석하여 항만, 공항, 철도, 교통,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히며 고위급 초청워크숍 개최 및 장관초청 등을 제안한 바 있어, 이번 시장개척단
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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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건ㆍ플랜트 관련 업계 동정 및 이모저모
1. SK건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에‘해저 바닷길’
을 놓다!
SK건설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관통에 성공했다. SK건설은 22일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 등 터키 정부 및 공사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 해저터널 관통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래, 자갈, 점토가 뒤섞여 쌓여 무른 충적층으로 이뤄진
데다 대기압 11배에 달하는 높은 수압으로 자칫 바닷물과
토사가 터널 안으로 유입될 위험이 높은 고난이도 공사
였다고 SK건설 관계자는 말했다.
이진무 SK건설 유라시아 해저터널 현장소장은“해저지층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만큼 최첨단 모니터링 장비
를 24시간 가동해 TBM 굴진방향의 지질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공사를 진행했다”
며“동시에 터널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한 차수그라우팅 작업까지 수행했
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고 말했다.
SK건설은 이번에 해저구간 굴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
로 공사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라시아 해저터널 공정율은 약 62% 수준이다. SK
건설은 오는 2017년 3월까지 왕복 4차선의 복층 유라시아
터널을 준공할 예정이며, 하루 평균 12만대의 차량이 해
저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광토건, 238억원 규모 외포항 정비공사 수주
접속도로를 포함해 총 연장 14.6km 유라시아 해저터널 구
간 중 보스포러스 해협 3.34km 해저구간을 TBM(터널굴
착장비, Tunnel Boring Machine)으로 관통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굴착에 착수해 하루 평균 25톤 트럭 100대 분
량의 토사를 퍼 올리며 7m씩 굴진한 지 16개월 만에 이
스탄불 앞바다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러
스 해협을 관통했다.
공사에는 단면 지름이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13.7m에
다 총 길이 120m, 무게 3300t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TBM이 투입됐다.특히 최고 수심 110m 해저가

토목 및 주택건설 전문기업 남광토건㈜(001260, 대표이사
최장식(崔長植))이 연이어 공공공사를 수주하며 M&A성
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남광토건은 조달청과 해양수산
부 마산지방 해양수상청에서 발주한 외포항 정비공사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689억원 규모의 공
공아파트 공사 수주에 이은 낭보다. 전체 공사규모는 약
238억원(\23,796,146,176 원)으로 남광토건(60% 지분으로
약 143억원(\14,277,687,706원)과 삼전건설(지분 25%), 동원
건설(15%)이 함께 입찰에 참여 했었다.
이 공사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외포항 일원에 방
파제 394m, 호안공 90m, 물양장 291m, 부대공 1식을 준설
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20일이다.
남광토건 관계자는“수주경쟁력이 회복되면서 공공공사
수주가 이어지는 등 회사의 기본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
며“지속적으로 양질의 공사 물량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는 기업매각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견인할 방침
이다”
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기업매각을 진행
하고 있는 남광토건은 이달 12일 오후 5시까지 인수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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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LOI)를 접수하고. 인수의향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9월9
일 오후 3시까지 본입찰을 마감하는 등 연내 기업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3. 대우건설, 쿠웨이트에서 57억 6천만달러 규모 초대
형 정유시설 공사수주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7월 31일, 세계적인 엔지니
어링 업체인 미국 플루어(Fluor)와 국내업체 현대중공업
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로 약 57억6,000만 달러(한화
약 6조6,700 억원) 규모의 정유 공장 프로젝트(NRP; New
Refinery Project) 2번 패키지와 3번 패키지 공사를 수주했
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플루어, 현대중공업과 설계·구
매·시공(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을
공동수행하며, 대우건설의 지분은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약 19억2,000만달러로 한화 약 2조 2,200억원 이상 규모로
예상된다. 추후 3사간 협상을 통해 본계약 체결 전 각사
지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각각
45개월 및 41개월로, 공사 공기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계약되어, 향후 안정적인 매출 및 수
익 창출이 기대된다.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가 발주한 알 주르 정유공
장(NRP; New Refinery Project) 공사는 일일 생산량 61만

5천 배럴의 저유황 연료 생산을 위한 정유 공장 건설 공
사로, 완공되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정유공장이
된다. 총 사업비 1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공사로 올해
발주되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이다.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은“최근 수주한 국내 S-Oil의 RUC
및 쿠웨이트 CFP 공사와 함께 금번에 수주한 NRP 공사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석유화학플랜트의 Upstream과
Downstream 전 부문에 걸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
다”
고 밝혔다.

4. 삼성물산, 건설 안전체험교육장 Safety Academy
개관식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이 1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건설기술원에서 임직원과 협력회
사 직원의 안전체험 교육을 위한 'Safety Academy' 개관식
을 가졌다.

기존 연수원 건물 한 개 층을 리모델링한 'Safety
Academy'는 응급처치, 화재 대피, 현장 보호구 체험 등의
체험교육장 4개와 3D 가상체험이 가능한 입체영상관 등
300여평 규모의 안전체험교육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상
체험관은 삼성물산의 실제 건설 현장에서 촬영한 3D 입
체영상을 보며 현장의 위험요소를 직접 찾아서 없애는
가상현실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삼성물산 안전환경실장 정대영 부사장은 기념사에서 "현
장의 모든 직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자"며 "올바른 안전의식을
갖고 이를 지키고 실천한다면 현장의 안전사고는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개관한 'Safety
Academy'에서는 매년 5000명 규모의 삼성물산 임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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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소장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해 건설 현장
의 모든 직원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축사에서
"건설현장의 안전은 모든 직원과 근로자들이 올바른 안
전습관을 갖고 꾸준히 노력할 때 가능하다"며 "Safety
Academy 개관을 통해 삼성물산의 안전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임직원은 물론 협력회사 그리고 현장의
근로자까지 모두의 안전을 회사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안전 최우선(Safety First) 문화
정착과 무재해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 현대건설, '쿠웨이트 15억 달러 규모의 해상유류출
하시설 공사' 수주
현대건설·SK건설·사이펨(Saipem)사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가 쿠웨이트 정유회사(KNPC,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가 발주한 총15억 달러(원화 약 1조
7,502억원)규모의‘아주르 신규 정유 공장’패키지 5번 해
상유류출하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했다 쿠웨이트 아주
르 신규 정유 공장 공사는 단일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하루 생산량 61만 5천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공사로 총 5개의 패키지로 분할 발주되었다.
이번에 수주한 해상유류출하시설 공사는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 제품을 해상으로 출하하는 시설을 건설하
는 공사로 해저 파이프라인 및 이에 연결되는 출하부두
건설 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공사 현장은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남쪽으로 90Km 떨
어진 쿠웨이트 수·전력개발의 중심지인 아주르 (Al-

Zour)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총 45개월로
2019년 준공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주관사로서 계약금액
의 40%에 달하는 6억 달러(한화 약 7,001억원) 규모의 해
상공사를 수행하고, SK건설은 30%에 달하는 4억5,000만
달러(한화 약 5,250억원) 규모의 해저공사, 사이펨(Saipem)
사는 플랜트설비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977년 슈와이바 항만 확장 1 & 2단계 공사
를 수주하며 쿠웨이트 시장에 진출한 이래, 2012년 완공한
부비안 항만 조성 1단계 공사를 포함해 38년 동안 도로·
정유공장·발전담수·송변전 등 총 58건(약 54억 달러 규
모)에 달하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현재는 21억
달러 규모의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 등 총 3건(약
35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쿠웨이트 정
부 및 발주처로부터 탁월한 공사 수행 능력 및 우수한 기
술력을 인정받으며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고 있다.
SK건설은 1994년 쿠웨이트 첫 진출 이래 2001년‘미나 알
아흐마디(MAA)’정유플랜트 화재복구공사, 2003~2007년
사이 세 차례에 걸친 20억 달러 규모의 원유집하시설공사
를 도맡아 수행했다. 지난해 16억불 규모의 클린퓨얼프로
젝트(CFP)에 이어 금년에는 아주르 신규 정유공장(패키
지 5번)공사를 연달아 수주하며 쿠웨이트 누적 수주액 70
억불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금번 수주는 현대건설·SK건설·사이펨(Saipem)사
조인트 벤처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에 대한 발주처의
높은 평가와 더불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쿠웨이트
순방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관계자는
“금번 공사 수주를 통해‘쿠웨이트 국가기반시설 공사 선
두주자’
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며“이는 향후 발주예
정인 쿠웨이트 지역 내 후속공사는 물론 중동지역 타 국
가에서의 유사 공사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6. 현대엔지니어링 ENR지 선정 2015 해외설계 26위
달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위철)이 올해도 국내 최
고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발표한‘세계 225대 설
계회사(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에서 지난
해 33위보다 7계단 상승한 26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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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76위를 달성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
여 9년 만에 두 배 이상 순위를 끌어올리며 국내 대표 엔
지니어링 기업으로서 그 면모를 다지게 됐다.
해외 설계 매출액은 2007년 9440만불 달성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7억 5000만불을 달성해 2007년 대
비 8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중국의 유수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제치고 아시아
업체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함으로써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신
시장 개척으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대
형 플랜트 EPC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
이라며,
“앞으로도 수익성 위주의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선별 수
주 전략으로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상반기에 52
억 2000만불 해외공사를 수주해 국내 건설업체 중 해외수
주 1위를 기록하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세계 225대 설계회사’
는 미국 맥그로힐 컴퍼니 (The
McGraw-Hill Companies. Inc.)가 발행하는 건설·엔지니어
링 전문지 ENR이 매년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행한 전
년도 설계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것이
다. 2015 ENR 해외 설계기업 부분에 한국기업은 현대엔
지니어링을 포함해 총 12개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포함 됐
다. 8월말경에는 2015 ENR Inetrnational Contractors 부분이
발표 될 예정이다

7. 베트남 가스플랜트 수주⋯2.13억 달러 규모
포스코엔지니어링(대표이사 박정환 사장)은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그룹(Petro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의 자회사인 페트로베트남가스(PetroVietnam

Gas Joint Stock Corporation)가 발주한 약 2,500억원 규모의
가스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까 마우(Ca Mau) GPP(Gas Processing Plant)’프로
젝트는 베트남 수도 호치민 남서쪽으로 265km 떨어진 Ca
Mau(까 마우), Khanh An(칸 안) 산업단지에 천연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최종 제품인 Residue Gas(잔여가스), LPG,
Condensate(컨덴세이트 : 천연가츠층에서 채굴되는 초경
질원유) 등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7년
6월 완공 예정이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페
트로베트남그룹의 까다로운 발주기준을 충족시키고 유럽
등 선진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베트남
최대 해양플랜트 EPCI 기업인 PTSC社(PetroVietnam
Technical Services Corporation)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
다. 이 프로젝트의 계약금액 약 2.13억 달러(한화 약 2,530
억원)이며,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주관사로서 전체 지분의
65.5%인 1.39억 달러(한화 약 1,657억) 규모이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기본설계를 포함한 상세설계와 기자
재 공급 및 시운전을 담당하고 시공을 맡게 되는 PTCS
社의 시공관리 및 시운전 지원까지 책임지게 된다.
한편,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3일 (목) 16시 30
분, 베트남 호치민 페트로베트남가스 본사에서 진행된 계
약식에는 페트로베트남가스“융 만 손(Duong Manh Son)
사장”
과 PTSC社“펀 탄 통(Phan Thanh Tung) 사장”
,포
스코엔지니어링 박정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계약식에 참석한 포스코엔지니어링 박정환 사장은
“공기 내에 최상의 품질로 완공시켜 페트로베트남가스와
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
이라며“특히 이번
수주로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LNG, 석유화학 플랜
트에 이어 GPP로의 성공 진출도 이뤄내 해외시장에서의
사업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0년 페트로베트남가스가 발
주한 LPG 터미널 Project를 EPC로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이번 수주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했다.

Ⅱ. 용접 업계 소식
1. 월드웰 동정
(1) 월드웰, 인버터 CO2 용접기 LongRun 500LC/600LC 제
품PBT 소재로 경량화 성공
가치의 기준이 되는 기술을 선도하는 용접기 전문 생산
업체 ㈜월드웰(대표이사: 선학규/ www.worldwel.co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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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Run Series 인 버 터 CO2 용 접 기 LongRun
500LC/600LC 제품을 기존 금속성 판넬에서 2015년 새로
운 디자인을 결합한 기계적 강도, 내열성,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P: Engineering Plastic) 소
재인 PBT(Polybutyleneterephalate) 전면 판넬을 구성하여
디자인 면에서 경쟁력 강화와 제품의 경량화를 이루었다.
인버터 CO2 용접기 LongRun 500LC/600LC는 고품질의
IGBT 타입의 인버터 회로로 소비전력 감소와 충분한 트

랜스포머 사용으로 높은 사용율을 자량하며 전압계와 전
류계를 통한 실시간 출력 확인이 용이하다.
특히, 안정된 아크 특성으로 스패터 감소와 과열, 과전류
보호 기능과 입력 전압의 저전압, 과전압 보호회로를 내
장하여 제품의 안정을 높였다. LongRun 500LC/600LC는
입력 전압 선택 스위치를 채택하여 크레이터 전압. 전류
조절이 기능하며 용입 깊이, 비드 높이 및 폭 조절이 기
능하고 무부하시 와이어 송급기 속도 조절이 기능하다.
(2)월드웰, 인버터용접기(아크, 티그, CO2 ) 러시아 CU인증
국내 최초 획득
가치의 기준이 되는 기술을 선도하는 용접기 전문 제조
기업 ㈜월드웰(대표이사:선학규/ www.worldwel.com)은
해외시장 확대 및 국가별 제품안전인증 강화정책에 따라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의 관세
동맹에 따른 통합인증인“CU인증”
을 최근 획득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한국산 제품을 비롯한 유럽과 중국 등
많은 국가의 제품이 경쟁을 하고 있으나 시장 진출을 위
해 필수인 제품인증 획득에 있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월드
웰은 2008년부터 러시아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인버터아
크용접기와 인버터티그용접기 등 다양한 용접기를 모스
크바 지하철공사 현장, 조선업체, 철구업체 등 여러 산업
현장에 공급하여 왔으며, 이번 국내 최초
“CU인증”
획득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으로의 영업확대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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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색하고 있다.
☞ CU 인증이란? :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의 약자로 TR CU 인증 혹은 CU 인증으로 줄여서 명칭
합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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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 따라 2013년 2월 14일부로 새로운 통합인증인
CU(Custom Union)인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의 GOST 인증은 2015년 3월까지만 유효하였고 이후부터
는 CU 인증으로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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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퍼썸, 자베즈 테크놀로지사 인수로 로봇 분야로
사업 확대

복잡한 로봇 프로그램을 단순화 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자베즈 테크놀로지(Jabez Technologies)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있는 플라즈마,워터젯 그리고 레이져 시스템
을 제조하는 하이퍼썸에 인수되어, 제조공정에서 로봇 시
스템을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조공정에
로봇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서 단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은 주요 장벽이다. 하이퍼썸과 자베즈 테크놀로지사는 하
이퍼썸의 전문적인 절단 기술 경험과 자베즈의 진화된
엔지지어링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로봇 프로그래머와 통
합 시스템 업체가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믿
고있다. 동시에, 자베즈는 하이퍼썸의 글로벌 기반 조직과
강력한 엔지니어링 능력을 활용하여 절단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로봇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하고 유연한 제조공정에 대한 트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로봇 시스템의 수요는 산업분야 전반적으
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제품 품질을 향상시킴
과 동시에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
인 스피드와 유연성에 있어서 로봇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이퍼
썸 CEO, Evan Smith씨는 강조했다.“하이퍼썸이 자베즈
를 인수함으로써 향후 로봇 시스템 고객에게는 지금보다
더 향상된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러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베즈에 대한 지원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퍼썸은 자베즈의 주요 회사운영과, 리더쉽 구조 및
유통경로를 바꾸지 않을 예정이다. 자베즈의 설립자이자
사장인 Chahe Bakmazjian씨가 하이퍼썸의 신설 로봇 소프
트웨어 그룹의 리더 역활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베즈
의 사무실은 통합이나 축소없이 현재의 몬드리올
(Montreal) 지역에 남을 예정이다. 하이퍼썸 이외의 절단
분야 및 비 절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과 이미 예정
된 엔지니어링과 자원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예정이다.
그와 더불어, 자베즈 직원은 하이퍼썸 직원에게 제공되는
성과급, 회사의 주식 배분등의 모든 혜택을 받게된다. 하
이퍼썸은 사실상 자베즈의 모든 기술 자산을 인수하게
되며, 재정에 관한 조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퍼썸 직원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이퍼
썸의 미래 산업용 로보 분야에 대한 비젼과 전망이 자베
즈와 완전히 일치합니다.”라고, Chahe Bakmazjian씨가 설
명했다.“더불어, 우리는 하이퍼썸의 글로벌 서비스, 기술
지원, 물류자원을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로봇 시스템 제작업체와 고객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로봇마스터의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
입니다.”라고 말했다.
자베즈 테크놀로지사는 3차원 형태, 특히, 고도로 혼합된
제조공정의 복잡한 로봇 프로그램을 단순화 시키는 전문
성을 가지고 있다. 복합 공정에서 다양한 로봇의 프로그
램 능력과, 설치와 구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툴을 제공
함으로써, Robotmaster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로봇 어플리
케이션 분야에서 요구되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내장된
시뮬레이션 기능과 프로그램 측정기능, 특화된 최적화 능
력 및 충돌 회피등의 기능으로 프로그래머는 자신 있고
빠르게 작업을 준비할 수 있다.

Ⅲ. 용접ㆍ중소기업 관련 기관 소식
1. 국토교통부 동정
(1)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 사업에서 우리기업 53억불 수주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의 제4차 정유공장 건설공사(총
150억불 규모, 일산 62만 배럴)에서 53억불의 수주를 거양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NPC)는 7.30(목)자로 동 공사
입찰에 참여한 우리 5개 기업(현대중공업·대우건설·현
대건설·SK건설·한화건설)에 수주자 선정통지서(LOA:
Letter of Award, 낙찰통지서)를 발급하면서 수주를 확정
했다.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는 9월 중순경 수주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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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4차 정유공장
건설사업은 5개 패키지로 구성되며, 우리 기업들은 4개
패키지에 참여중이다. 수주액 53억불은 2014년 우리 기업
들이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의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 71.9억불)을 수주한 이래 최대 규모이며, 동
사업 완료시 양국간 상호 호혜적 에너지 협력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금번 쿠웨이트 제4차 정유공장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은 우리 기업의 건설 분야에서의
세계적 경쟁력과 과거 건설 실적 등 기업들의 노력과 함
께,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통한 정상외교
의 성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쿠웨이트 방문중 3.2(월) 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 및 총리·국회의장 접견 계기에‘쿠웨이트 비
전 2035’
하 대형 국책사업인 제4차 정유공장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위층의 각별한 협조
와 관심을 당부 하였다. 나아가 금년 5월 쿠웨이트 국회
의장 방한시 접견 계기에도 쿠웨이트 국책사업들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
(2)“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등 개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
물 도장 공법 등 7건을‘이달의 건설신기술
‘로 지정(제
768호~제774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68호 신기술(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
식 강관말뚝머리보강 공법(Disk Connector공법)”
)은 강관
말뚝과 철근을 한번에 체결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
이 개발되었다. 기존기술은 강관말뚝과 철근을 용접이나
볼팅 등으로 연결하여야 하나, 이 기술은 한번에 체결함
으로써 작업시간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제769호 신기술(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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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
)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천공 홀에 삽입하면 말뚝 하단 면적이 증대되는
가변형 확장장치를 이용한 말뚝 지지공법이다
기존 공법은 말뚝 하단에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넓은 철
판을 말뚝 하단에 부착하여 시공하였으나, 이 기술은 삽
입 후 철판이 확장됨에 따라 말뚝 지지력 증가 및 공사기
간의 단축이 기대된다. 제770호 신기술(
“천장보 브래킷을
이용하여 단위 유닛 상호간을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
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
)은 연결플레이
트를 사용하여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조립보 공법이다.
기존 모듈러 건축의 경우 볼트 체결 구멍으로 인한 단면
손실 등으로 구조 강성이 약화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제771호 신기술(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
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은비정형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린트 자동화 도장공법이다.
기존 기술은 고층 외벽그래픽작업의 경우 옥상에 고정한
로프에 의지한 작업자에게 의존하였으나, 이 신기술은 프
린트 자동화 로봇이 대신하므로 그래픽작업, 도시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건설공사에 활용 가능하다. 제772호 신기
술(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 시스템과 쌍방향 게이
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
공(SCW) 시공기술”
)은 지열우물 시공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은 지하수 순환공간 면적이 작아 열교환 효율 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가 어려우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함으
로써 손쉽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법이다.
제773호 신기술(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
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은 반사경이 태양을 추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다.
이 기술 개발로 태양이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조도를 유
지하면서 원하는 세대에 적정한 햇빛을 전달하여 채광효
율을 높임으로써 일조권 침해를 받는 다세대 주택 등에
효과가 크다. 제774호 신기술(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
식 교량 공법 (BIB거더공법)”
)은 교량 신축이음장치가 필
요 없는 공법이다. 일반 교량은 상부구조와 교대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여 주행 시 충격소음 등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
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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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열린 이란시장,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 파견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8.21(금)부터 8.29(토)까지 경제
제재 해제 이후의 이란 인프라·플랜트 시장 재진출을
도모하고, 아프리카의 진출거점 국가인 알제리·몰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해 중동·아프리
카 지역 해외건설 시장개척단 지원활동에 나선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과 엔지니어링업체·시공사
등 민간 기업이 함께 한국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란은 우리나라가 2010년
서방 경제 제재 동참 이전까지는 해외건설 수주액 전체 6
위, 중동 5위의 중점국가였으나, 경제 제재 동참 후 전체
17위, 중동 8위로 그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그러
나 지난 7.14일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재진출
에 청신호가 켜져, 우리 기업 진출 재개를 위한 선제적
건설 외교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번 시장개척단은 석유
부·에너지부·도로도시개발부 장관, 국영석유공사
(NIOC)·국영석유화학공사(NPC) 면담을 통해 앞으로의
시장전망을 살피고, 경제 제재의 단계적 해제 일정에 따
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가스처리·발전 시설 등뿐만 아니라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
다. 이란 석유 생산량 증대에 따라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동 맞춤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란은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주택도시
장관회의(APMCHUD)에 참석하여 항만, 공항, 철도, 교통,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히며 고위급 초청워크숍 개최 및 장관초청 등을 제안
한 바 있어,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방안
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몰타는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중동·아프리카·유럽
의 가운데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진출거점 국
가이다. 몰타와는 올해 수교 50주년으로, 오랫동안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온 국가로, 작년 8월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대피할 때 임시 대피처
를 제공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선거 등
여러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해온 바 있다. 좁은 국토
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섬나라로, 교통 혼잡, 수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

한 바 있으며, 이번 시장개척단은 몰타 대통령을 예방하
고, 교통인프라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교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몰타의 섬들을 연결하는 초장대교량, 모노레일
사업,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지하수-해수담수화-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통합물관리 연계기술의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제리는 2015년 해외건설 수주 5위(44억불)의 북아프리
카 진출거점으로, 그 동안은 발전플랜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나, 최근 우리 기업들이 수자원, 교통 등 다양
한 분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이다.
알제리에서는 총리, 수자원환경부·공공사업부·교통부·
주택도시계획부·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력분야를 다변
화하고 현지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
력할 계획이다.
2012년 수자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엘 하
라쉬 하천정비사업 등 하천관리 분야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광역상수도, 하
수처리, 해수담수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통합물관리
기술 등으로도 협력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알제리 도로 분야는 그동안 우리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시장이었으나, 최근 고속도로 운영관리 사업에 한국도로
공사 컨소시엄이 진출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이에 공공사업부와의 면담 중, 한국과 알제리 양국의 고
속도로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와 알제리 도로관리청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여, 향후에도 상호 유기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우
리 기업의 중점 시장으로, 최근 플랜트 외에 수자원, 교통,
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간
플랜트 중심으로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로 진출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밝
혔다.

2. 산업통상자원부 동정
(1)“뿌리기업-수요기업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1억원
이내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뿌리
기술과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필요 뿌리기술을 서로
연결 시켜줌으로써 기술력 있는 뿌리기업의 판로시장 확
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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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결이 유망한 뿌리기술에 대해 시제품제작 비용을
뿌리기업당 1억 원(해외 수요기업과의 기술 매칭의 경우
1.2억 원)이내에서 지원한다.
주조ㆍ금형ㆍ소성가공ㆍ열처리ㆍ표면처리ㆍ용접 등 6대
뿌리기술은 제품의 품질과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공정기술이어서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기술이라
는 특징과 기술보호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수요기업의 필요 뿌리기술과 뿌리기
업의 보유 뿌리기술간의 원활한 기술연결을 통한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협력의 어려
움을 해소하고자「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
업」
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했다. 작년부터 뿌리기업과
국내ㆍ외 수요기업간에 기술연결 행사라는‘만남의 장’
을 통해서,‘51쌍의 뿌리기업-국내 수요기업’
간의 기술협
력과‘12쌍의 뿌리기업-해외수요기업’
간의 기술협력이 진
행되고 있고, 9월초 개최 예정인 국내 기술연결 행사를
통해 50쌍 이상의 뿌리기업-국내 수요기업간 기술연결 협
력이 예상된다.
이번 시제품 제작 지원은 이러한 뿌리기업과 수요기업간
기술협력을 보다 촉진시켜서 우수한 뿌리기술의 사업화
를 앞당기고 시장판로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홍순파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장은“최근에 발표한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된 뿌리기업 23개사 등
기술력이 뛰어난 뿌리기업에 대해서는「뿌리기업-수요기
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이 사업의 올해 예산이 작
년 대비 50% 증가한 30억원을 편성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 뿌리
기술 전문기업 등 기술력이 뛰어난 뿌리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 원주, 대구, 순천 등 3개 지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올해 강원 원주. 대구, 전남 순천 등 3개 지역에 뿌리기술
지원센터가 추가로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신규 3개 지역의 뿌리기
술지원센터 구축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
신청서를 8월11일부터 9월9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은 지역별로 특화된 뿌리산
업에 맞게 뿌리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센터와 시제
품 제작장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뿌리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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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시흥, 전북
김제, 경남 진주, 광주, 경북고령, 부산, 울산에서 진행중이
고, 이번 3개 지역이 문을 열면 전국에 10개소가 구축ㆍ운
영된다. 이에 따라 제품개발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높은
가격이 부담되어 사용이 곤란했던 장비를 뿌리기업이 소
재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터를 통해 보다 쉽게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신규로 구축하는 3
개 센터를 지역에 소재한 뿌리기업의 특성에 맞춰 특성
화ㆍ전문화 해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ㆍ의료기기가 지역산업인 원주는 금형ㆍ소성
가공분야, 기계ㆍ금속ㆍ자동차부품이 지역산업인 대구는
소성가공분야, 금속소재ㆍ조선이 지역산업인 순천은 소성
가공ㆍ표면처리 분야에 특화시키는 방식이다. 앞으로 4년
간 3개 지역에 장비 구입비로 국비 약 300억 원을 투입하
며, 센터 건축비는 지차체 또는 민간에서 부담해야 한다.
상세한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 서식 등은 한국산업기술진
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www.kiat.or.kr)

3. 한국무역보험공사 동정
(1) 6개 시중은행과의‘해외 SOC펀드 금융지원 협약’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17일 서울 소공로 웨
스틴 조선호텔에서 6개 시중은행과 해외프로젝트 금융확
대를 위한‘해외 SOC펀드 금융지원 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7월 발포한‘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
화지원방안’
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국내은행의 해외프로젝트 참여 활성화와 우리기업의 수
출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번 협약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수출보험 및 해외
사업금융보험으로 지원하는 해외프로젝트에 국내 은행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대 100%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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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율을 적용하여 국내은행을 우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
여하는 은행은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은행의 원리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해줌으로써,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해외프로젝
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은행별로 각 3.5억불(미화기준)의 금융한도를 약정
하고 우량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대출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
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협약에 따르면, 대출금은 무역보험공사 보증부 선순위
대출로서 최장 18년까지 장기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출금융공급이 확대되고 대출금리 수준도 낮아져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준비중인 우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은행이 해외프로젝
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해외
SOC 금융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향후 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우리기업들의 적극적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이 필수적이고, 국
내 은행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프로젝트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기업과 국내은행 모두가 적극
적인 해외진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 우리기업의‘수주가뭄’극복을 위한 무역보험공사의
‘외화자금 100억불’
유치사업, 8부 능선을 넘다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공
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지역별 주요 거점은행으로
부터의‘외화자금 100억불 유치
‘ 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
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
무역보험공사')는 26일 호주 멜버른에서 호주뉴질랜드은
행*(이하‘ANZ’
)과
「우리수출기업의 자금조달 및 프로젝

트 수주 용도의 무역보험 20억불 사전 신용공여 업무협
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에 강
점을 보유한 ANZ로부터 20억불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올
해 무역보험공사가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
금융 용도로 전 세계 지역별 주요 거점은행으로부터 유
치한 외화자금은 총 80억불에 달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중남미에 강점을 보유한 스페
인 산탄데르은행, 5월 아시아에 강점을 가진 중국 공상은
행, 6월 유럽, 아프리카에 강점을 지닌 프랑스 크레디아그
리콜으로부터 각 20억불을 유치하였으며, 향후 ING은행으
로부터 20억불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내용은 ▲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
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출 가능하도록 사전 한도 20억불
설정 ▲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에 대한 ANZ의
우선적 참여 지원 ▲ 인력 및 정보교류 추진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우리기업이 참여
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지원을 승인하면 ANZ가
사전 설정된 20억불 규모의 신용한도 내에서 즉각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되어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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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철강협회 동정
(1) 망간알로이업계,“업계 생존 위한 정책적 지원”호소
연속된 전기료 인상 여파로 위기에 처한 망간 알로이 업
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을)은 8월 13일 오전 10
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
강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철강협회 주관으로 망간알로이 산업 사례를 통한 국내
소재산업 생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망간알로이(Mn Alloy)는 철강 제조과정에서 탈산, 탈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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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어 철강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성형성과 경량화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부원료이다.
국내에서는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동일산업, 태경산업,
포스하이메탈 등이 연간 90만톤 규모의 각종 제품을 생산
하고 있으며,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등 국가 기반산업
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에 직결된 기초소재이다.
망간알로이산업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전력을 다소비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제조
원가 중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비해 망
간알로이산업의 경우 전기비용이 제조원가의 30%를 차지
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최근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극심한 원가압박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망간알로이업계 관계자는“지난 10
년간 전기요금이 76% 상승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망간알로이업계”
라면서“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
발, 인건비 및 경비 절감 등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수익성을 맞추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이라면서
“국내 업체 대부분이 수익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
다”
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망간알로이는 국가 기
간산업 및 수출 주력업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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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소재임을 감안, 연속된 전기료
인상 여파로 위기에 처한 국내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 권오준 회장은 송재빈 상근 부회장이 대독
한 인사말을 통해“철강을 비롯한 기초소재산업은 글로
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급락과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망간알로이 업계
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2014년 업계 전체 영업이익율이
적자(-0.9%)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고
말했다.“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정책지원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
가야 한다”
고 말했다.
연세대 손일 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국내 망간알로이
산업기반이 무너질 경우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가치사슬
로 연결된 국내 기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고 지적하고, 망간알로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전략품목으로 지정해 전기요금을 특례지원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한국도 망간알로이산
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
제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진흥센터
장 이상목 박사를 좌장으로, 손일 연세대 교수, 대한금속
재료학회 부회장 한정환 인하대 교수, 김주한 산업연구원
박사, 최규종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
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 철강협회, 제39회 철강산업 발전 포럼 개최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증가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과 R&D 강화를 통한 기술력 확보, 탄력적인 통
상 대응, KS, 안전 등 기술방벽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기됐다.
한국철강협회(회장 권오준)는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강
남구 대치동 소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철강
업계, 수요업계, 철강관련 학계, 정부 등 유관기관 관련인
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철강산업 발전 포럼
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
해“철강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
라고 말하고,“철강
산업이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
전과 변화를 통해 근원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권오준 회장은“철강업계가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철강업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야 하며, 미래 철강산업을 이끌어 나갈 기술
력 확보를 위해 R&D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대표적인 후방산업인 철강업계가 전방산업인 자동
차, 조선, 기계 등의 수요업계와 공고한 파트너쉽을 구축
해 나가는 것만이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도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리 신창(Li Xinchuang) 중국강철공업협회 부비서장은
『New Normal 시대의 중국 철강산업 발전 전망』
이란 발표
를 통해 “중국은 철강생산과 소비가 정점을 지나 하향세
로 돌아설 전망이며, 2011년 3분기부터 생산능력 과잉문제
에 직면하여 4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한“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이후 철강업체 경영이 어려
워져 기업판매 이익률이 3% 이하로 떨어져 타산업 대비
최하 수준”
이라고 말하고, 중국 철강업계도 제품 품질 업
그레이드와 글로벌 경영,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한 제조
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정보분석기관인 플라츠(Platts)의 세바스찬 루이스
(Sebastian Lewis) 편집국장은『글로벌 철강시장 및 교역
의 흐름과 이슈 전망』
이란 발표를 통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철강수요는 1970년 이후 연평균 1% 성장에 그쳤고,
2005년 이후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요는 연평균
0.7%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반면, 신흥국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고 말했다.
세바스찬 루이스 국장은“철강 순수출 국가는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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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및 CIS 국가들에 집중돼 있으며, 미국을 비
롯한, 남미 동남아 지역은 순수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
혔다. 또한 중국은 전세계 철강수요의 45%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이‘New Normal'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세계
철강수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토론은 포스코경영연구원 곽창호 원장이 좌장
을 맡은 가운데, 산업부 김종철 철강화학과장, 포스코 손
창환 전무, 현대제철 김상규 전무가 참석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금년에 처음으로 대한금속재료학회의
제9회 과학포럼과 연계해 개최하였으며, 권오준 회장 외
에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세

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철강협회 송
재빈 상근 부회장, TCC동양 손봉락 회장 등 철강협회 회
장단 및 사장단과 대한금속재료학회 박성호 철강분과위
원장(포스코 부사장)등 대한금속재료학회 관련 인사 등
도 대거 참석했다.
금년에 39회째를 맞는 철강산업 발전 포럼은 1975년 철강
협회 설립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 철강업계에
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세미나로서 그동안 철강산업의 육
성방안,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설비와 기
술의 발전 방향 등 철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함으
로써 국내 철강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월간[용접저널] 독자 원고투고 안내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플레이는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원고(보도자료)를 보내주세요
월간 용접저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월간 [용접저널]에서는 용접기, 용접설비, 자동화 및 절단설비, 레이저설비, 용접봉, 용접재료, 용사(표
면처리), 접합(브레징.솔더링), 용접산업 산업분야 관련분야의 수주, 납품, 업체정보, 업계동정, 신제품.
신기술, 수출 등 용접관련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신제품.신기술, 업
계동정 & NEWS 부문을 대폭 증판하여 독자에게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업체의 회사이전, 신제품, 신기술, 보도자료 등 기업 홍보를 위한 기사정보를 이메일(E-mail:
ijn1992@yahoo.co.kr)로 보내주시면 매체 편집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메탈넷코리아 매체사업부문
E-mail: ijn1992@yahoo.co.kr
서울시 구로구 구로 3동 212-26 E-Space 310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72 월간 용접저널 2015. 09

원고마감일: 매월 15일

패스너가공(볼트.나사전조가공) 전문업체 우정금속

■생산품목
패스너 전문 가공(자동자용 및 중장비용 볼트. 나사
가공, 장비 볼트, 정밀나사, 특수볼트 전조 가공, 고
정도, 고강성, 고정밀 볼트. 나사 가공 전문)

우정금속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86 번지
TEL: 031-366-7026 FAX: 031-366-7010
H.P: 010-6354-7027

Special Contribution

2015년도조선해운상반기동향및하반기전망
세계 발주량과 발주액은 각각 1,250만CGT와 2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월까지 전 세계 선박건조량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
한 1,604만 CGT를 기록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던 전세계 건조량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2013년 다량 수주물량의 인도시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는 전년 동기대비 약 1.5%
증가한 1,920만CGT를 건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전 세계 조선산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자 료: Clarkson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종서

2. 6월초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금년초 대비 8.7%
감소한 1억 804만CGT로 집계

Ⅰ. 전세계 조선산업 동향
1.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건조
량은 소폭 증가
5월까지 전세계 발주량은 전년동기대비 57.8% 감소한 990
만CGT를 기록했다. 해양플랜트와 상선시장의 동반침체로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고, 동기간 발
주액은 67.4% 감소한 217.5억 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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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전 세계 신조선 수주잔량 추이 ✽ 자 료: Clarkson 각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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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건조량은 소폭 증
가한 반면 수주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그림
2 참조)

3. 신조선가는 2분기 중에 비교적 잘 유지된 것으로 평
가됨
1분기 동안 4.2% 하락한 벌크선 신조선가 지수는 2분기
동안 3.5% 추가 하락하여 상반기 동안 최악의 침체를 나
타냈고, 그외의 신조선가 지수들은 대부분 2분기 동안 유
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지
수는 3월과 동일한 81을 유지했고, 가스선 지수 역시 동일
한 151을 유지하였으며 탱커지수만 1포인트 하락한 160을
기록했다. 2분기 전체 신조선가 지수는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134를 기록 중으로, 2분기중 신조선가 지수는 수주
시황이 크게 악화된 점에 비하면 벌크선을 제외하고 비
교적 잘 방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
조선가가 더 이상 하락할 여력이 없는 매우 낮은 수준임
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추정된다.(그림 3 참조)

발주가 급감한 기록을 나타냈다. 그 외에도 제품운반선
53.0%, 일반화물선 41.1%, LPG선 75.1%의 감소를 각각 기
록하여 대부분의 선종이 큰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분기까지 증가추세였던 LNG선 역시 2분기
발주가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10.6%의 감소를 나타
냈다. 상반기 중에는 10,0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의 투자가 다시 호전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량이 전년
동기대비 50.6% 증가하였고 유조선이 47.5% 증가하여 두
선종이 전체 발주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Ⅱ. 국내 조선산업 동향
1. 올해 상반기 수주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시장 상
황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5월까지 누적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25.0% 감소한 433만
CGT를 기록했고, 동 기간 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35.5%
감소한 93.1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조선산업의 상반기 수주량과 수주액은 각각 510만
CGT, 113억 달러수준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발주량의 감
소폭이 58%에 이르고 중국과 일본의 수주 감소폭이 각각
80.5%와 55.3%를 기록한 점에 비하면 한국의 수주 감소폭
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평가된다.
금년 들어 벌크선 시장이 가장 심각한 침체를 나타내고
있어 동 선종의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의 수주 감소폭
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3. 신조선가 추이 ✽ 자 료: Clarkson

4. 상반기 신조선 시장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벌크선과 해양플랜트
의 극심한 침체양상
해양플랜트는 drill-ship, FPSO, PSRU 등 부유식 플랜트의
발주량이 전무하여 유가하락에 따른 극심한 침체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선복량 과잉에 중국의 수요둔화까지 겹치
면서 상반기 전 세계 벌크선의 발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92.1% 감소했으며 대형, 소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선형의

그림4. 국내 조선산업 신조선 수주량, 수주액 추이
✽ 자 료: Clarkson

2. Clarkson 기록을 토대로 선종별 수주실적을 살펴보
면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의 수주가 크게 증가했고, LNG
선이 양호한 수준이나 나머지 선종들은 대폭 감소함
Oil tanker의 경우 중동의 수출증가와 석유저장 수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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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국내 조선산업 선종별 수주실적 ✽ 자 료: Clarkson

선박수요가 지속되면서 2분기 VLCC의 수주가 증가하였
고 전체 탱커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51.4% 증가했다.
MR급 투자수요가 2013년에 집중된 제품운반선 LR2급
PC의 수주가 366% 증가하였음에도 다른 선형의 수주가
극히 부진하여 전체 수주는 27.3% 감소했고, 컨테이너선
은 10,000TEU 이상 초대형 선박의 고효율 선박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전체 컨테이너선 수주가 151.8% 증
가했다.
LNG선은 전세계 시장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20.2% 증가했고, 벌크선과 해양플랜트는 상반기
중 단 1척도 수주되지 못했다.

3. 건조량은 소폭 증가 추세로 돌아섬
5월까지 건조량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한 541만CGT
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3년 대량 수주물량을 기반으로
건조량이 소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참
조)

4. 국내 선박 수주잔량은 연초대비 감소
6월초 기준 수주잔량은 전분기 대비 5.8% 감소한 3,221만
CGT로, 건조량은 소폭 증가한데 비하여 수주량의 대폭
감소로 수주잔량이 감소했다.(그림 7 참조)

그림7. 국내 신조선 수주잔량 추이 ✽ 자 료: Clarkson, 각 기초 기준

5.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수출은 크게 증가
5월까지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2.7% 증가한 184.9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초에 FPSO 등 거액의 해양플랜트가
일부 인도되었고 LNG선, drill-ship 등 고가 물량이 인도되
고 있어 수출액은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Ⅲ. 주요 해운시장 동향 및 전망
그림6. 국내 신조선 수주잔량 추이 ✽ 자 료: Clarkson, 각 기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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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크선 시장
(1) 상반기중 BDI는 평균 614.6으로 전년 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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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하락한 수준이며 사상 최저수준으로 평가됨
금년초 BDI는 770대에서 시작하여 사상 최저치인 509까지
하락하였으며 6월 하순 790에 도달하였으나 여전히 심각
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 중 이다. 벌크선시황 부진은 중국
정부의 석탄규제로 인한 운송수요 감소 등 수요 측 요인
이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그림 8 참조)

기록했다. 2013년 대량 발주된 물량이 아직까지 많은 건조
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2013년 발주물량 등이 대량 건조되어
선복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1~2%p 상회하면서 시
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0 참조)

그림10 전세계 벌크선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자 료: Clarkson,

그림8 BDI 추이 ✽ 자 료: Baltic Exchange, Clarkson에서 재인용

(2) 벌크선의 용선료 역시 큰 폭의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1년 정기용선료 기준으로 1분기 Capesiz 170Kdwt급 용선
료는 평균 8,184US$/day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분기대비
22.9% 하락한 수준이다. 동기간 Panamax 75Kdwt급 용선
료는 전분기대비 9.9% 하락한 7,468US$/day으로, 운임뿐
아니라 용선료의 하락도 심각한 수준이다.(그림 9 참조)

2. 탱커시장
(1)탱커시장 운임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유조선 운임지수인 WS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중동의 증
산으로 인한 교역량 증가와 석유 투기세력의 저장을 위
한 용선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림9 선형별 벌크선 용선료 추이
✽ 자 료: Clarkson, 1년 정기용선료 기준

(3)벌크선의 해운뿐 아니라 신조선 수주도 금년중 매우
어려운 시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5월까지 벌크선 발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95.8%(dwt 기
준)감소한 180만dwt, 건조량은 3.1% 감소한 2,229만dwt를

그림11. 유조선 운임지수 WS 추이 ✽ 자 료: Clarkson,

5월 사우디 Ras Tanura-Rotterdam 간 VLCC 운임 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62.7% 상승하였고 동 기간 나이지리아
Bonny Off-중국 닝보 간 VLCC는 70.4%, 사우디-이태리
Trieste 간 수에즈막스는 36.6%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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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여전히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동기간 74K
LR급 제품운반선의 용선료는 전분기 평균 대비 6.3% 상
승한 21,500US $/day, 37K MR급은 5.5% 상승한 14,550US
$/day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74K
급은 41.3%, 37K급은 4.7% 상승한 수준이다.(그림13 참조)

그림12. 제품운반선 운임지수 WS 추이 ✽ 자 료: Clarkson,

제품운반선의 경우 그래프 상에서 뚜렷한 상승흐름이 관
찰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완만한 수준의 상승이 있다. 미
국 등 산유국의 석유제품 수출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
고 있어 수요측 움직임은 견고하나 아직까지 선복량 과
잉이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있지 못하여 상승흐름은 완만
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 동기대비 운임지수 변화를 살
펴보면 싱가폴과 일본 치바간 MR clean tanker 운임지수
는 29.6%, Skikda-휴스턴 간 LR dirty 10.7%. 휴스턴-리우
테자네이루 간 MR clean tanker 36.5%, 휴스턴-암스텔담
간 MR clean tanker 40.7% 각각 상승했다.
(2) 탱커 용선료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2015년 4~5월 평균 310K VLCC 1년 정기용선료는 전분기
평균 대비 1.8% 상승한 45,750US $/day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86.1% 높은 수준이다.
유조선의 상승흐름이 전분기에 비하여 크게 둔화되기는

(3)하반기 탱커 시황은 MR 시장의 용선료와 운임하락 예
상 등 불안 요인이 있으며 전세계 발주량도 다소 감소할
전망
유조선의 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품운반선의 발주량
감소로 전체 탱커 발주량은 5월까지 1,579만dwt로 11.6%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탱커 건조량은 2013년 많은 발주량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한 829만 dwt를 나타냈다.
유조선 시장은 금년도 수요 증가율이 약 1%p 정도 공급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금년 내에는 비교적 양호
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품운반선 시장의 경우 2013년 발주물량의 대량
인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물량이 영향
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시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다만 석유제품 운송수요는 비교
적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하락은 내년까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 시황 악화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그림14 참조)

그림14. 탱커의 전세계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자 료: Clarkson,

그림13 용선료 추이 ✽ 자 료: Clarkson,

78 월간 용접저널 2015. 09

3. 컨테이너 시장
(1) 상반기 중 중소형 용선료 수준을 나타내느 HRCI는 큰 폭
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중국발 운임지수 CCFI는 크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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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HRCI 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회복세
를 이어갔고 6월 중순 지수는 전년말 대비 43.2% 상승한
776.6을 기록했다.
반면 CCFI는 상반기 내내 하락추세를 나타내며 6월 중순
지수가 전년말 대비 20.9% 하락한 826을 기록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인도로 항로별 선형의 정리가 이루어지면
서 중소형선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
되며 이로 인하여 HRCI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시장에 출회되면서 주요
항로를 중심으로 선복량 과잉에 의하여 수급이 악화되고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15 참조)

그림15. HRCI, CCFI 추이
✽ 자 료: Howe Robinson, 중국 상해항운교역소, KMI

(2)하반기 컨테이너선 해운시황은 약세 시황이 지속될 전
망이며 친환경 에코십 투자수요에 의한 발주는 지속될 것
으로 예상
5월까지 컨테이너선 발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29.9% 증가
한 78만 TEU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조량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69만 TEU를 기록하고 있는데, 건조량은 하
반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림16. 컨테이너선의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자 료: Clarkson,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선의 친환경 선박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선복량 과잉의
해소는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운임은 약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에코십 수요는 격년으로 활성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
며 금년은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하
반기 발주량도 양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16 참조)

Ⅳ. 조선시장
1. 컨테이너선이 하반기 수주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
며, 해양플랜트와 상선시장은 극심한 침체와 위축속에
금년 내내 어려운 시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컨테이너선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연료소모가 큰 특
성상 고효율 선박의 투자 매력이 여전하고 특히, 최상위
선사들의 연합체에 대항하기 위한 투자수요로 발주는 하
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던 LNG선은 선복량 과잉
논란으로 하반기 이후 수주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 유조선 발주는 일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조
선시장의 선복량 과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시장의 대규
모 발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상반기에 비하여 축소될
전망이다. 중형 조선산업의 주요 선종인 벌크선은 극심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제품운반선 시장도 2013년
집중투자 이후 대규모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워 금년 한
해 중형조선소의 수주는 어려운 상황이 될 전망이다.
해양플랜트의 수주는 유가수준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 2015년도 수주량 및 수주액은 전년대비 감소할 전
망, 건조량은 소폭증가예상
수주량은 전년대비 약 24% 감소한 9.5백만 CGT, 수주액
은 약 30% 감소한 23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 건조량은 2013년 상선 호조기 대량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6% 증가한 1,280만 CGT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주부진으로 인하여 수주잔량은 전년말 대비 약 10%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조량의 소폭 증가와 drillship,
LNG선, FPSO 등 고가 물량의 인도로 수출은 약 5%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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