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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T-200 Serise Portable Hardness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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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T-100 G-Type 주물전용 DHT-100 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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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제품을아직도절단하여경도를측정하시나요?

Portable Hardness Tester

http://www.metalkorea.biz

■공급원: 메탈넷코리아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3동212-26 E-space 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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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DL 기어측정용

임펙트디바이스

D+15 C G 주물전용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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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알곤, 질소, 수소, CO2, 염소, 암모니아, 각종조정기

▶프라즈마절단기및기타부품일체 ▶컴퓨터절단기, 용접관련기기일체

▶자동절단기(유광공업, TANKA 대리점)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604-1 기계공구상가A블럭7동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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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C
永 昌 産 業
YOUNG CHANG I.N.D. CO.

영 업

품 목

고정도 GAS 압력조정기

YK1500 FLAME SHAPE GAS CUTTING MACHINE PORTTABLE AUTOMATIC GAS CUTTING MACHINE 

YC-A-4 YC-A-1 YC-201

HT-I 50A HT-I 70A YK-300

YK-450 YK-20

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CNC 가스/ 프라즈마자동절단기

MULTI-Ⅲ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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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냉각기전문제조업체 / ISO 9001 certified

·실용신안특허(제121300호)
·실용신안특허(제105768호)

본사·공장 : 서울시금천구디지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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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영업소 : TEL.(053)588-9253   

http : //www.chiller.co.kr       E-mail :  chil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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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볼트)용접기

자동차, 조선, 건설, 중공업, 원자력, LNG 

분야최상의스터드용접설비

코맥스스터드

Standard Thread

Full Thread

No Thread

Tapped

Shoulder

Collar

““C””or ““T””-Slot

Rectangular

Headed Anchor

Refractory Anchor

ARC CD
Flanged

Small-Flanged

No Flange

No Thread

Drawn ARC

Tapped

Collar

Shoulder

Knock-Off

““T””or Keyhole

TEL : FAX : 
E-mail : Homepage : Comex welding & Stud INC

BOX Girder(22ØX150L) 소각시설 Header/Panel 조선소 보온핀

Refractory Anchor Tube Panel 상부 Pin 연소 Tube Pin

ARC STUD (SOLAR - 3000) WELDING 장점

ARC / CD STUD WELDERS ARC Stud Welders (INVERTER-IST 2000A)

자동차 전용 스터드 용접기

▲▲ ARC SOLAR-1000

▲▲ ARC SOLAR-900

▲▲ ARC SOLAR-2000

▲▲ CD STUD-2000▲▲ ARC SOLAR-1200

취급스터드 볼트류

영업 및 취급품목

INVERTER TYPE : IST2000A

BF - 2003

SR - 2002
▲▲ HD-Gun-3000 ▲▲ ARC SOLAR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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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너가공(볼트.나사전조가공) 전문업체우정금속

■생산품목

패스너전문가공(자동자용및중장비용볼트. 나사

가공, 장비볼트, 정밀나사, 특수볼트전조가공, 고

정도, 고강성, 고정밀볼트. 나사가공전문)

우정금속
주 소: 경기도시흥시신현로240-23

TEL: 031-366-7026  FAX: 031-366-7010

H.P: 010-6354-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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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트랜스코어의변화

지금까지는 용접기 사용되는 트랜스 코어는 페라이트 코

어를 많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보다 진보된 아몰퍼스

트 코어가 나왔는데, 기존의 코어들 보다 효율은 더 좋으

면서 부피는 많이 작아졌다. 국내에서는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중국용접기에는많이쓰여지고있는제품이다. 

코어가 작아지면서 트랜스 면적 또한 줄어들게 됨으로

컴팩트한용접기가나올수 있게됐다. 

중국시장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시장에서도 앞으로

는 페라이트 코어보다는 새롭게 사용되는 아몰퍼스트 코

어로 바뀌어 갈 것이라 우대표는 전망했다. 새로운 부품

의 변화에 따라나 제품의 변화도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

문에 아몰퍼스트 코어의 적용으로 향후 용접기의 성능은

향상되고소형화도어갈것이라는것이다.

■최고의품질에 IGBT 모듈공급

IGBT는 MOSFET와 Bipolar Transistor의 기술적 단점만을

보완한 전력용 스위칭 반도체 소자로, 주로 인버터에 많

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민생용 가전제품을 비롯

하여 산업용 설비인 용접기와 전력공급장치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IGBT의 적용으로 인버터 용접기는 고속용접

및자동용접등 성능이향상되게되었다. 

시대에앞서가며, 끊임없이변화해온기업(주)우앤이
(주)우앤이 대표이사 우 춘 택

지금까지용접기는계속해서변화해왔다. 성능은더욱더강력해지고크기는사용자의편의에맞게점점소형화되고

있다. 용접업체들은새로운제품개발을이루고있으며, 새로운변화를이루고있다. 

이러한변화에따라꼭필요한부품들이존재한다. ㈜우앤이는이처럼새롭게발전하는기술을이룰수있도록항상

새로운부품을제공하는기업이다.

용접저널에서는㈜우앤이의우춘택대표를만나꾸준히트렌드에맞춰변화되는용접및산업용부품에대해이야기

를들어봤다. 

interview of Company

취재·정리 / 김가람기자(Kim Ga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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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앤이는 용접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IGBT 최다 공급

업체로서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의 다양한 메이커를

갖추고 있으며, 국산화 된 제품부터 일제까지 다양한 라

인업으로 구매자의 요구에 맞게 최고의 제품으로 준비되

어 있다. 

■기업이원하는다양한부품공급

앞서 언급했듯이 우앤이는 다양한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

는 회사로 국내 용접기 제조업체들의 부품 납품 점유율

이 80% 가까이 되는데, 이 말은 국내에 대부분의 용접기

업체들이 우앤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거의

interview of Special 

26월간용접저널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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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생각될정도로높은것이다.

이는 우앤이에서 다양한 품목과 항상 새로운 제품들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라볼 수있다.

우앤이의 대표품목으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

게 하는 반도체 부품 다이오드와 전원을 연결해주고 끊

어주는 마그네트 차단기, 열을 시켜주는 팬 모터 등 인지

도높은제품들을취급하고있다.

우춘택대표는“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부품의 변화가 계

속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기존에 쓰고 있던 부

품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효율과 성능이 향상 된 제품

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아이템을 컨택하

여 발 빠르게 국내 시장에 출시 하려는 노력과 업체들과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좋은 아이템을 찾아 업체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는포부를밝혔다. 

■ (주)우앤이에대하여

㈜우앤이는 1988년 창사이래 용접기 및 전력변환장치 등

산업용기기의 부품전문 유통업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글로벌 경영환경의 급변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고객사

의 발전과 아낌없는 격려에 힘입어 동종업계의 선두자리

에 오를수있었음에감사를드립니다. 

■문의: (주)우앤이 ☎02-2633-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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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코리아

로엘코리아는 인화아이오엠이 별도로 특허 받은 제품명

칭이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현재 한국으로 유

통되고 있는데,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단순 중국의

제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개념이 아니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제품을생산하는것이다.

중국의 기술이 예전에는 많이 뒤처져 있었던 것도 사실

이나, 현재는 선진국들의 글로벌 기업들이 OEM방식으로

중국에서 제품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서 기술력이많이향상되었다고할수 있다. 

특히 당사의 제품은 중국기술의 장점과 한국기술의 장점

을 접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많

이 향상됐다.

당사에는 중국에서 부족한 기술을 제공해 주고 국내에

실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함으로 기술력을 많이 향상시킨

것이다. 중국의 기술 중 가장 부족한 것은 인터버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기술은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중심에서‘책임’을다하는기업! 인화아이오엠
인화아이오엠(주) 대표이사 정 해 용

“1년에두번이상을다니면서제품홍보를하고있는데, 소비자가원하는것을들어주는것은너무나당연한일이아니

겠습니까?”인터뷰말미에서인화아이오엠대표는제품을판매하는사람으로의당연한의무를이야기했다. “정직과

신용만이밝은내일을기약할수있다.”는굳은신념으로특히철저한애프터서비스와신속한납품으로소비자를위

한노력을다할것이라는인화아이오엠의정해용대표를만나봤다.

20년전에인화상사로시작해서유통을전문으로하는회사로주로산업유압기계를취급하면서세계에서좋은제품

을수입해서한국의실정에맞게개선해서한국에공급하려는취지로설립한회사가인화아아이오엠이다.

이번용접저널에는인화아이오엠이취급하는제품중에용접관련제품에초점을맞춰소개해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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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국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는 제품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하면 가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원하

는 것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있겠다.

■ROLWAL KOREA MMA Inverter DC 용접기

단상의 인버터 DC용접기로 이동식 용접 케이블과 제품의

소형화를 이루어 휴대성을 많이 강화 시켰다. 경량화 된

만큼 낮은 소비전력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여 고효율의

제품이다. 

HOT ARC FUNTON으로 빠르게 높은 전력의 아크를 발

생 시켜 언제든 빠르게 용접이 가능하다. 또한 강력한 보

정기능으로 저항으로 인한 전압 변동에 안정화된 용접이

가능하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문가부터 초

interview of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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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가까지손쉽게용접이가능하다. 

강력한 쿨링 팬으로 온도 조절 보호에 탁월하다. 고급

IGBT 인버터 기술을 적용하여좋은품질을보장한다. 

앞으로는 다양한 곳에 용접기가 사용 될 것이며, 이동이

편하며 손쉽게 용접이 가능한 제품각광 받을 것이다. 전

문가들이 사용하기에도 우수한 기능을 보여주며 초보자

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 등 이와 같은 장점을 갖

춘 당사의 용접기 메이커 로엘은 저렴함 가격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불편 없이 A/S도 빠르게

대응 할것이다. 

■한국을넘어세계를향해한걸음내딛다.

앞으로 인화아이오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시장에 한

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현재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기술력을 좀

더 향상시켜서 퀄리티 높은 제품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다.

우선적으로 시작은 조금 낙후된 곳에서부터 해서 제품에

브랜드가 생기게 되고, 품질에 자신이 생기면 점점 더 선

진국으로진출할계획이다.

중국에서의 생산은 생산력이 국내보다 좋다 보니 제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장점은 국내에 비해 기

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중국은 한곳

에서 한가지 제품을 취급하는 형태라서 제품이 저렴하고

품질도좋아지고있는것이다.

선진국들이 중국에 많은 의존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에서다. 품질을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기에 매우 좋은 조

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품질이 좋은 것도 물론 중

요하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려면 가격은 배

제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따라서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도 도전을 하고

싶은것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 일로 책임 있게 사후관리를 임하겠다는 인화아이

오엠, 세계에서‘로얄코리아’제품을 볼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문의: 인화아이오엠(주) ☎02-263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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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와‘경량화’를 겸비한 컴펙트한 소형

용접기개발

㈜국보는 창립한지 30여 년이 된 회사로 처음에는 발전기

사업으로 시작해 용접기를 시작하게 된건 이제 10년 남짓

됐다. 발전기는 용접과 깊은 관계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

게 용접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용접기를 직접 제작까지

하게 되었는데, 간혹 용접을 하다 보면 용접이 잘되지 않

는 경우도 생기고, 좋은 용접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

어서시작하게됐다.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소

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새로운 용접기를 원하지만, 신제품

이 출시돼서 안정화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신제품이빠르게나오기는힘든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안정된 제품을 먼저

선보이기 위해 작은 제품을 먼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

고 제품개발에 나섰고, 이 제품을 개발하고 안정화 시키

는데 1년 정도 걸렸다. 현재 개발된 이 용접기는 모든 사

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결과반응이매우좋았다. 

이 제품은 순수하게 국내기술은 아니고 중국기술진과 협

력해서 개발한 제품으로, 중국에서 개발하게 된 이유는

품질을기본으로솔직하게국내용접기시장에다가서다. 
(주)국보 대표이사 이 순 동

㈜국보는아직국내에많이알려지지않은용접기제조회사이다. 발전기사업으로시작해서용접기개발에이르기까

지많은시행착오를겪으면서최근1년여만에신제품개발을완성해2016년5월25일부터27일까지개최된인천용

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에제품을출품했다. 처음으로선보인제품들이전시회에서관람객들에게좋은평가를

받으며순조로운출발을알렸다. 

신제품개발로용접기시장에새로운마음으로도전하는㈜국보의이순동대표를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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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자체개발이쉽지않았기때문이다.  

국내에서의 개발이 어려워 해외기술을 찾던 중 원하는

미국 기술을 찾기는 했었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중국에도 그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 상

의하고기술개발을본격적으로시작하게됐다.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품을 개발하면서, 가장 많

이 신경을 쓴 부분은 제품 안정화라 할 수 있겠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안정화시켜서 쉽고

편리하게현장작업이원할해야한다는생각에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접기의 크기와 무게의 단점

을 보완하고 케이블로 인한 드롭을 기본적으로 방지했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는 물론, 초보자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게 국보 용접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 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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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본드KB-188, KB-200

이번에 당사에 출시한 제품은 총 3가지 모델로 KB-188,

KB-200, KB-250이 있다. 

우선 KB-188과 KB-200모델은 기존에 크고 무거워서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에 불편함이 있던 부분을 개선해서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인 전선이 많이 끌고

가다 보면 전압이 드롭이 되는데, 드롭이 되면 용접기에

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해서 전압이 드롭이

된다 하더라도, 팬이 늦게 돈다든지 언발런스가 나는 일

이 없도록 개선했다. 내용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틀린 방식으로 기존에는 팬이 AC전원방식이라면 이 제

품은 DC전원방식을 사용해서 저 전압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작은 것에도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원하는

전류치를 정하고(즉, 용접봉 굵기의 전류) 전류 수치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해, 외적인 면은 물론 내

적인면에심혈을기울였다.  

용접을 하면서 본인이 쓰고 싶은 용량을 디스플레이 하

면서 용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6파이를 하고 싶

을 때 2.6파이의 위치를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메타를설치했다는것이다.  

특히 안정성을 위해 사용량이 안정할때는 녹색, 조금 위

험하다 생각될 때 빨간색 등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

업을할수 있다는것도큰 장점이라할수있겠다.  

■스틸본드KB-250 

현재 유럽에서는 프리볼트의 개념으로 많은 기계들이 활

성화되고있다. 

이번에 ㈜국보에서 개발된 용접기도 이러한 점을 착안해

서 프리볼트의 용접기를 출시한 것이다. 프리볼트가 아닐

경우 전원을 잘못 사용해서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가 종

종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결한 제품이다. 따라서

전압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큰장점이라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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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압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원하는 곳에서 별도

의장치없이사용할수있다.  

■국내시장을바탕으로해외시장진출을계획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건‘정직’이다. 정

직해야 제품이 다시 구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품질에 가장 많이

공을 들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번에 제품을 전시해보

니까 참관객들이 품질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것 같았다. 향

후에도 같은 생각으로제품을만들고판매할계획이다. 

현재 당사에서 중국의 기술과 협력해서 제품을 개발했는

데, 국내 기술의 섬세함과 중국기술이 더해지니까 좀더

좋은제품이개발이된 것같다. 

혹시 중국에서 개발했다는 이유로 품질이 좀 문제가 되

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다. 그러나 중

국 기술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의 기술에대한선입견이이제는달라져야한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만 의지하기 보다는

유럽, 일본, 중국 등 기술과 한국의 기술을 접목하면서 협

력하다 보면 지금 보다 더 좋은 제품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기대도있다. 

국내시장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동남아 시장도 한번 도

전해 보려고 한다. 아직은 동남아 시장보다는 일본시장을

확보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용접전시회에

가서 느낀 점은 일본시장에 거품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

각이들었다. 

조금 큰 기업들은 문제 없겠지만, 우리처럼 소규모 기업

들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도전은 해 볼 생

각이다.  품질과 가격이 갖춰진다면 경쟁력은 있을 거라

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에서 가격과 품질을 겸비한 제품

으로승부해보고싶다.  

■문의: (주)국보☎054-262-6003 

interview of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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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접저널] 독자 원고투고 안내
월간용접저널은①용접분야: 용접기, 용접재료, 주변기기, 용접자동화, 관련설비등②절단분야: 프리즈마절단기, 기계식절

단기, 워터젯, 토치등③레이저분야: 레이저용접, 레이저절단, 레이저마킹, 레이저관련주변기기등④조선.해양.항만관련

용접정보⑤금속소재, 금속재료⑥용접.절단관련기계.공구등관련분야의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해보다다양한정보제

공과신제품.신기술, 업계동정& NEWS 부문을대폭증판하여독자에게폭넓은정보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관련업체의 회사이전, 신제품, 신기술, 보도자료 등 기업 홍보를 위한 기사정보를 이메일(E-mail:

ijn1992@yahoo.co.kr)로 보내주시면매체편집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원고 보내실 곳: 메탈넷코리아 매체사업부문(E-mail: ijn1992@yahoo.co.kr)

우 편: 152-789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26 E-Space 310      문의전화: 02-328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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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인천시장기업과의소통위해뿌리기업(주)월드웰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인천에 소

재한뿌리기술기업을방문했다.

이날 유 시장은 동구에 소재한 (주)월드웰과 남구에 소재

한 (주)케이피일렉트릭을 차례로 방문해 기술개발과 성

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 근로자들

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과의 소

통을강화했다.

첫번째 방문한 (주)월드웰은 2014년 11월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용접기 전문제조

회사다.

인버터아크스터드 용접기와 인버터직류티그용접기를 국

내 최초로 개발해 에너지효율 향상 및 외국제품의 고가

수입품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용접기 업체 중 유일

하게 자체 공장내에 인쇄회로기판(PCB)을 설계. 제작 라

인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용접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이기대되는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제50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기능훈련

실습 기자재인 교류직류 티그용접기 등을 인천기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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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공업고등학교,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에 기증해 우수

한 산업인력배출에도힘을쏟고있다.

유시장은 이들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뿌리산업은 나

무의 뿌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조업 경쟁력

에 근간을 형성하는 산업" 이라며 "시에서도 뿌리산업 발

전을 위해 특화단지 지원, 원활한 인력수급, 수출확대 등

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 기업과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해 기업의 애로 및 고

충사항을기업지원시책에적극반영할방침이다.

■ 문 의: (주)월드웰 ☎ 032-87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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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맞는엄선된제품판매하는을지상사
제대로 된 용도에 맞게 공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다. 절단석은 사용 용도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사

용해서 골라야 한다. 아무 제품이나 사용하게 된다면 제

대로 된 커팅이 안되며, 빠르게 제품이 소모되기 때문이

다. 결국 알맞은 제품을 찾아서 선택해 줄 수 있는 전문

판매점에서물건을구매해야하는것이다. 

을지상사의 용접, 절단 관련 전문 브랜드 WELL에서는

지난 5월 25~27일 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

최 된 제4회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이하 IWELDEX 2016)에 참가하여 각종 절단석 및 아크

홀더, 용접봉 등 용접, 절단 관련 제품들을선보였다.

수많은 전시 품목 중 WELL에서 선보인 절단석과 아크

홀더는 많은 참곽객에게 당연 큰 관심을 모았으며 사용

용도에알맞은제품의훌륭한품질을인정받았다.

을지상사 정충일 대표는“Well은 최고의 제품을 선택해서

정확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노력합니다. 용단기에 대해

서는 가능한 ks제품과 흑유리는 독일제품으로, 용접토치

세트는확실한제품으로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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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석 제품은 신제품으로‘BEST’라 명하여 4”5”7”

14”16”로 좋은 제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휠페파는 국산

으로 제작했으며, 파워디스크는 철용과 질코늄제품으로

제작하여최고의제품으로공급하고있습니다. 

이번 신제품 홀다는 2가지 특허 5가지 실용신안제품으로

300A 500A 600A전기홀다는 특수재질 열 차단 및 전기 누

전을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

단조 홀다를 제작 시 동을 적게 하기 위해 얇게 하지만

WELL홀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 피어드제

품을(7500가지 생산됨) 일부 취급하고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샘플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

다. 을지상사는 고객의 이익과 제품 사용시 편리함은 물

론 좋은 품질을 가지면서 저렴한 제품들의 구성으로 커

팅연마의새로운강자로거듭날준비를마쳤다.

을지상사는 세계에서 신뢰를 얻은 엄선된 제품만을 수입

하여 공급하고 있는 용접 용품 전문기업으로 특히 자사

브랜드 Well은 용접, 절단 관련 전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외 대표상품 텅스텐봉, 절단석, 게이지류, 흑유리 등으

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을지상사는 언제나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고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

선을다하고있다.

■ 문 의: 을지상사 ☎ 02-2672-0417

36-41 Newslette-7월  2016.7.6 3:40 PM  페이지4    Apogee



혁신적인 Roxtec SPM 씰링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 용

접에 따른 비용과 정지시간 없이 안전 및 운영 신뢰성을

보장하는 특허 받은 씰링 솔루션입니다.경량 솔루션으로

해양 구조 물에 설치해도 화재와 물, 가스를 완벽하게 차

단해줍니다.

파이프 및 구조에 대한 유연성 이 씰링은 고탄력 EPDM

고무와 내산성 스테인레스 강철 부품으로 제작되었습니

다. 강철판 혹은 격벽의 한쪽 면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구조의 두께는

6~15mm입니다.

Roxtec SPM 씰링은 금속 파이프 주위의 견고한 접합은

물론 내부의 고르지 않거나 불규칙한 모든 개구도 접합

해 줍니다. 전체 압축이 달성된 때를 알려주는 표시기가

이 제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

는지보여주는한예입니다.

40 월간용접저널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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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xtec SPM™씰링- 금속파이프를용접없이씰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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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안전보장

Roxtec SPM 씰링은 용접이 허용, 권장되지 않는 금속 파

이프 설치물 속의 불, 가스, 물의 보호 보장에 이상적입니

다.

크루즈 유람선, 여객선, 상업선 및 해양플랫폼 선상과 다

른 모든 해양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하여 안전과 기능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설치방법

신속하고 간단한 Roxtec SPM 씰링 설치 과정을 보여드

리겠습니다.

Roxtec SPM 씰링을 통해 파이프를 밀어 넣고 개구에 삽

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이프와 개구 양쪽에 맞춰 폭넓

게 씰링됩니다.

개구의 내부에 대해 씰링을 맞추고 볼트를 조입니다. 이

렇게 하면 파이프 주위와 내부 개구에 견고한 씰링이 유

지 됩니다.

압착이 완료되면 indicato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설치

및 검사가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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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수)~27일(금)까지 3일간 인천.송도컨벤

시아에서 개최된‘제4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

업전시회’가 성황리에마쳤다. 

‘iWELDEX 2016’은 자동차, 철강, 강구조, 조립금속 항만,

건설 등의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인 인천에서 6대 뿌리산

업 중 하나인 용접분야와 절단기, 레이저설비 등 용접관

련 산업의 저변 확대와 신제품, 신기술 정보교환 및 관련

분야의 산업정보와 기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격년으

로 개최되고있다.  

이번전시회는지속적인경기침체로국내경기의불경기상

황속에서도전시회규모가축소되지는않았고, 오히려참관

객은전년도전시기간3일간 4,000여명의참관보다20%

이상증가한5,000여명이방문하여증가세를보였다. 

이번전시회에특징은그동안전시회에한번도방문을하지

않은틈새시장의실제구매고객의방문이참관객의증가

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42 월간용접저널 2016. 7       

제4회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폐막
iWELDEX 2016(The 4th Welding Incheon Korea 2016)

iWELDEX 2016 및Metal & Thermo Process 2016 성황리에폐막
서해안시대‘요충지’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개최이래3일간가장많은

'5,000여명의참관객’이방문한것으로집계돼....

- 조선.해양플랜트분야에집중되었던 마켓팅에서“새로운전략적틈새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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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주최측인메탈넷코리아(월간용접저널)에서그동안큰

비중을차지한조선, 해양플랜트분야에집중되었든용접

산업의마케팅분야를“새로운전략적틈새시장”으로공

략을위하여5월1일부터전시2일차인26일까지수도권2

회, 전국권2회로하루4번MBC 표준FM 라디오에대대적

인홍보를통하여다변화된용접시장에참관유도를위한

광고전략이적중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새로운전략적틈새시장”은용접에종사하는개인, 일

반가정, 자영업자, 상하수도, 도시가스, 화력발전, 판금.제

관, 주방기구, 보일러, 공업로, 농기구수리, 어선수리전원생

활, 농어촌시설공사등으로다양하며이는용접기및용접

재료, 주변기기등의구매가긴급한분야종사하는업종으

로공구상가, 판매점, 철물점, 온라인등의구매고객을“틈

새시장고객”으로이번전시회에참관을유도하였다.  

특히‘iWELDEX 2016 와 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2016’가 동시개최되면서시너지효과를발휘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업로와 열처리 관련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으로, 참가하지 않는 제품의 설비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원하는 제품에 맞는 업체들을 별도로

알려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다. 따라서 차기 전시회

에서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의 참가를 적극적으

로유도해방문객들의만족도를높일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의 전시 분야는 6대 뿌리산업인 주물,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분야 등으로 나뉘며 해외 20개사

를 포함한 100개사가 240부스 6,312㎡ 규모로 개최됐다.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

는 규모에 비해서는 내실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

으로도 주최측은 참가업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을아끼지않을방침이다. 

■‘iWELDEX 2016’에출품된제품소개

제4회인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iWELDEX 2016)

의 전시품목은 용접기, 용접설비, 용접재료, 용접관련 자

동화설비, 용접로봇 및 용접주변기기, 용접선, 검사정비

및 시험기기, 표면처리장비, 스터드용접기, 절단석, 연마석,

텅스텐봉, 오비탈 용접기, Pipe-베벨머신, 용접 원.부자재,

기타 용접관련기기 및 재료, 프라즈마 절단기, 금속가공절

단기, 절단자동화설비, 레이저가공기, 레이저절단기, 레이

저마킹기등이출품됐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클루스는 내로 갭 용접 기

술(Narrow Gap Welding Technique)과 내로 갭 용접 시연

을 선보인다. 용접 솔루션 및 첨단 용접기와 용접주변기

기 전문 업체인 ㈜위더스(대표 임경재)는 최첨단 용접모

니터링 전문업체인 독일의 HKS의 제품을 한국에 선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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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참관객의높은관심을받았다.

또한, Weldobot은 최근 떠오르는(조선, 해양플랜트, 석유화

학 플랜트, 우주항공, 철도차량, 중장비, 건설. 철구 등에

사용되는) Super alloys 적용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용접시장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독창적인

S-MIG hybrid welding 기술과 첨단센서 및 Robotics 기술을

접목시킨“플라즈마 용접과 MIG 용접을 결합한 Hybrid용

접(S-MIG)기술”을 선보였다.

지산무역에서는 3세대 2D 레이저 마킹 시스템 JS-

FL/FLR과 고도의 정밀화된 3D 레이저 마킹기 JS-FL3D

시리즈의 신제품을출품했다.

■새로운용접설비시연회와세미나및컨퍼런스개최

‘iWELDEX 2016’에서는 20여 참가업체에서 용접, 절단.

검사 등의 장비 시연회를 개최했다. (사)대한용접협회 회

장 민영철은 용접산업 육성발전과 용접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CO2 용접, 아크 용접, MIG용접, 알곤용접을 현장

에서 용접에 관심 있는 방문객에게 용접 지도와 용접 방

법 지도를 위한 각종 국내 용접기 및 외산 용접기의 용접

시연회를개최했다.

용접자동캐리지 전문기업인 브랜드 KOWELD 청송산업

기계에서는 무선 운행 충전용 자동 용접캐리지를 선보여

바이어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으며 가치의 기준이 되는

기술을 선도하는 용접기 전문제조기업 (주)월드웰에서는

생산되는 신제품의 할인 행사와 더불어 아크용접, 티크용

접, CO2 용접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위더스에서도

덴마크 MIGATRONIC A/S사의 더블펄스 미그용접기, 플

라즈마 용접기, TIG 용접설비의 용접 시연을 선보였으며

이번에 처음 전시회를 참가한 국보에서는 신제품 아크용

접기와 CO2 용접설비의 용접시연을선보였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클루스에서 내로 갭 용접

시연과 더불어 수동 및 자동 용접을 위한 차세대 산업용

다목적 용접기 QINEO PULSE 출시와 더불어 (사)대한용

접협회와 함께 용접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새한통상(새

한메카트로닉스)에서는 용접로봇시연을선보였다.

이외 을지상사의 용접, 절단 관련 전문 브랜드 WELL에

서는 절단 시연과 홍보용 절단석을 무료 배포하였으며

인화아이오엠은 휴대용 용접기 시연회를개최하였고 오비

탈 절단 및 용접설비 전문공업업체인 웰드웰(주)에서는

오비탈 절단과 용접시연회를 가졌으며 진양양행(FL레이

저)에서는 CNC 레이저 절단기 시운전과 절단 시연을 개

최하였다.

전시회 기간 중 첫째날과 둘째날에는 기술세미나와 컨퍼

런스가 개최됐다. 전시회 첫째날인 2016년 5월 25일 10시

부터 17시까지는 독일 클루스 GmbH에서 Narrow Gap

Welding Technique(내로 갭 용접 기술)의 응용과 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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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웰도봇-헬러코리아에서 플라즈마용접과 MIG 용접

을 결합한 Hybrid 용접 소개하고 개인 발표자인 김명환

은 산업용 Fast-Axial-Flow CO2 Laser의 수출전략, Electron

Beam Welding 기술을 발표 하였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부

경대학교 조상명 교수의 용접에 의한 메탈 3D프린팅 기

술의 동향의기술세미나가개최됐다. 

전시회 둘째날인 2016년 5월 26일 13시부터 17시까지는 슈

퍼티그웰딩에서 제3회 슈퍼티그웰딩(Super-TIG Welding)

컨퍼런스가 개최하여큰호응을받았다. 

이번 용접세미나에는 50여명의 관련 엔지니어들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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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슈퍼티그웰딩(Super-TIG Welding) 컨퍼런스에는

70여명의 관련 엔지니어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용접기술

을 제공하는장이되었다.

■참관객유치를위한홍보가전시회성공에‘한몫’

메탈넷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이번‘iWELDEX 2016’는 세

계적인 전시회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개최된 부

산용접전과 해양전시 개막과 동시에 인천전시회 참가 유

치를 위한 홍보에 일찍부터 뛰어들어 홍보활동에 주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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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그리고 용접 관련

30개국 2,000여 업체에 E-Mail, 팩시밀리, 인터넷 등 다양

한 방법으로입체적인홍보를기속했다.

또한, 국내외 전문지에 전시 관련 정기적인 광고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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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있는장이될 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 월간 주단조와열처리, 용접저널, 해양과조선, 로봇기

술, 여기에, 무인화, FA비젼, 기계정보, 공구저널, 레이저기

술 등 국내 유명 전문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관련 기관

및매체를활용해전시홍보극대화에심혈을기울였다.  

더불어 2016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MBC라디오

“MBC95.9Mhz 표준FM”그건이렇습니다”후 매일 11시 49

분과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2부”후 매일 12시 59분

에‘iWELDEX 2016’홍보 광고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은 4회(오전 2회, 오

후 2회)를 MBC라디오“MBC95.9Mhz 표준FM”공중파를

통하여‘iWELDEX 2016’홍보했다. 이러한 홍보결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이은 불황으로 참관객의 방문이 저

조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던 주최측의 예측과 달리 개

최이래가장많은참관객이방문한것으로집계됐다.

특히,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틈새시장의 수요자들이 직접

방문해 매출과 이어져 참가업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

던 것으로 주최측은 파악하고 있다. 주최측에서 전시회를

규모보다는 실 수요 참관객의 방문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한결과이기도하다. 

차기 전시회는 2018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개최된다. 전시회에대한참가문의

는메탈넷코리아(02-3281-5037)로하면된다. 

■ 참관 문의: 메탈넷코리아 TEL: 02-328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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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WELDEX 2018

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

2018년5월23일(수)~25일(금) 3일간인천.송도컨벤시아

http://www.welder.kr

2018년5월23일(수)~25일(금) 3일간인천.송도컨벤시아

http://www.welder.kr

■참가문의: 메탈넷코리아 전시사업부문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조선•해양•항공•항만•물류•건설•자동차•조립금속•일반금속등
서해안시대의중심인천으로용접인여러분을초대합니다.

대불공단•군산공단•아산평택공단•안산공단•시화공단•남동공단•경서공단등
서해안시대의중심지인천에서용접•접합•절단설비•레이저•금속가공설비의
새로운마케팅시장에서용접인의도전을기다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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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최삼규)는6월17일(금) 오후3시건설회관(서울강남구언주로711)에

서·2016 건설의날·기념식을개최하였다. 

건설의날(6.18일)은200만건설인들의화합과결의를다지고건설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지난1981년제정된이후매년

정부차원의기념식으로개최되어왔다. 금년기념행사는건설산업을둘러싼대내외적인환경이건설수요감소와저유가지속

에따른수주감소등어려운상황에서이를극복하고자“국민과함께하는건설, 세계로! 미래로!, 대한민국건설, 희망을세웁니

다!”라는주제로열렸으며, 황교안국무총리를비롯하여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과건설관련단체장, 건설기업임직원및수상

자가족등1천여명이참석하여성황을이루었다. 

특히지난6월13일개원된20대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조정식위원장을비롯한여러의원이참석하여국내외건설현

장에서고군분투하고있는건설산업관계자들의노고를격려하였다. 또한이날기념식에서는건설산업발전에공로가많은건

설인153인이정부포상및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수상하였다. 최고의영예인금탑산업훈장은오랜기간동안건설산업발전을

위해노력해온박해상㈜우석건설대표이사와김충재㈜금강주택대표이사가수훈의영광을안았다. 

박해상대표이사는32년간정도경영을바탕으로정부세종청사, 오송-청주공항간도로, 금강4교건설공사등국책사업의성공

적수행과, 국민주택건설을통한서민주거안정, 소외계층에대한장학사업과나눔경영으로건설산업과국가발전에기여한공

로를인정받았다. 김충재대표이사는34년간동탄·아산행복주택등주택건설, 낙동강살리기사업, 호계-불정국도건설공사

등사회기반시설사업수행과, 소외계층및국가유공자등에대한나눔공헌활동, 범죄예방셉테드사업참여등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건설의날기념행사를계기로건설산업이기술발전에철저히대비하여미래첨단산업으로거듭나기바

란다”면서, “정부도건설기술(R&D) 개발과해외진출및일자리창출에적극나설것”임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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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선ㆍ해양동정 및이모저모
1. 대우조선해양동정

(1) 대우조선해양 LNG선기술력, 다시한번선주들사

로잡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세계 최고 수준의기술력을다시한번알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장치인

‘MRS-F’와‘PRS 플러스’의 시연회를 옥포조선소 내 에

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

혔다. 이 행사에는 그리스 마란가스(Maran gas)와 일본

MOL, 미국 ABS 등 해외 선주, 선급 주요인사 70여명이

참석해신기술성능을눈앞에서확인했다.

천연가스 재액화장치는 LNG선 운항중 화물창에서 자연

적으로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재액화해서 다시 화물창에

집어넣는 장치로 LNG선의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

기술이어서선주들로부터각광을받고있는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저압용 엔진에 탑재하기 위

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장치‘MRS-F2⃞(Methane

Refrigeration System-Full re-liquefaction)’는 메탄을 주성분

으로 하는 증발가스를 직접 냉매로 활용해 재액화하는

신개념 기술이다. 특히, 기화가스 일부를 액화하는 PRS에

비해 MRS-F는 증발하는 가스의 모든 양을 액체로 만들

어 화물창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독자 개발로 재액화 장치인‘PRS2⃞(Partial Re-liquefaction

System)’를 개발하고 고압용 엔진(ME-GI)에 탑재해 시

장의 호평을 받아왔다.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압

용 엔진(X-DF)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왔으

며, 1년여의 개발 끝에 비로소 MRS-F를 완성했다.

이 기술이 LNG운반선에 적용되면 한 척당 연간 40억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아시아 선주 측 한 관계자는“대우조선

해양의 재액화 기술은 마술에 가깝다”며 시연된 기술을

극찬했다. 특히, 이 선사는 회사에 이미 발주한 LNG선에

MRS-F를 적용하기로해 업계의관심을끌고있다.

한편, 이날 함께 소개된‘PRS+(플러스)2⃞’는 대우조선해

양이 기존에 개발한 PRS의 업그레이드 기술이다. PRS

플러스는 기존 장치인 PRS 보다 재액화량을 16% 증가시

켰다. 따라서 선주들에게 추가 운영비 절감 효과를 안겨

줄 것으로기대된다. 

이로써 회사는 LNG운반선 고압용 엔진에 이어 저압용

엔진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재액화 시스템

을 선주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 분야 기술을 석권, 수

주경쟁력 확보를위한유리한고지를선점했다는평가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 PRS 개발 등의 앞선 기술력으

로 2014년 한 해 세계 LNG운반선 시장의 57%에 달하는

35척을 수주한 바 있다. 이번 PRS 플러스를 포함해 대우

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 재액화 관련 국내외

특허는모두 28건이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장 엄항섭

전무는“세계 최초로 고압엔진 뿐만 아니라 저압엔진 시

장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LNG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회사는 현재 51척의 LNG운반선

의 수주잔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는 올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호전되어 경영정상화

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국내 기자재업체에 이전하여 상생을 도모하고 국

산화에기여하겠다는방침이다.

(2) 대우조선해양, 올해첫대규모수주한국조선업자

존심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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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그리스 포시도니아 박

람회에서 올해 첫 대규모 수주를 기록하며, 최근 침체에

빠진 한국조선업의자존심을세웠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

스(Maran Gas Maritime)社와 마란탱커스(Maran Tankers

Management)社로부터 LNG선 2척, 초대형원유운반선

(VLCC) 2척을 각각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의 총

계약 규모는 약 5.8억 달러 규모로, 올해 한국 조선소가

수주한계약중최대규모다.

4척의 추가 옵션이 행사될 경우에는 최대 11.6억 달러로

수주절벽에 처한 한국 조선업에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다.

특히 회사 내외의 온갖 악재를 극복하고 맺은 결실이라

서 그의미가매우심장하다고할 수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최신 기술이 적

용되고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부터 건조되는 모든 선

박에 적용하고 있는 Tier3(선박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1KW당 3.4g 이하로 규제) 기준에 충족하는 차세대 친환

경 선박들이다.

173,400㎥급 대형 LNG선은 길이 295m, 너비 46m 규모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천연가스 추진 엔진(ME-GI엔

진)이 탑재된 선박이다. 이를 통해 일반 LNG선 보다 연

료 효율은 30% 가량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도 30%이상

낮출 수 있는획기적인선박이다.

318,000톤급 VLCC는 길이 336m, 너비 60m로 고효율 엔진

과 최신 연료절감 기술이 적용됐다. LNG선은 2019년 내,

VLCC는 2018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인도될예정이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1994년 첫 거래 이후 이번 계약까지

총 88척의 선박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전통의 고객사

로 현재 총 21척의 안젤리쿠시스 그룹 선박이 대우조선해

양 옥포조선소와루마니아조선소에서건조되고있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안젤리쿠시스 그룹

간의 굳건한 신뢰관계가 다시 한번 더 조명 받고 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움을 겪기 시

작했던 지난해에도 VLCC 6척,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2척

등 총 8척의 선박을 발주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의 기술

력과미래에무한한신뢰를보여주고있다.

그리스 최대 해운선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경제 회복

기에 선제적으로 선박을 발주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대

규모 발주도 시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는 의견도조심스럽게나오고있다.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회사가 비록 어려운 상황

이지만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물심양면 지원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한 최고수준 이다”며“수주의 물꼬

를 튼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

했다. 한편, 이번 계약에는 LNG선 2척, VLCC 2척 등 총

4척의 옵션이 포함돼 있어 연내 추가 발주도 기대되는 상

황이다.

2. 성동조선해양, 그리스에서수주시동!

세계 최대 선박 박람회‘포시도니아(Posidonia) 2016’이 열

리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오랜 기간 수주 소식에 침

묵했던 성동조선해양(대표이사 김철년)이 수주 낭보를

터뜨렸다.

성동조선해양은 그리스 현지에서 세계 10대 탱커선사이

자 성동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그리스 차코스(Tsakos)

사로부터 7만5천톤급 정유운반선 4척(옵션 2척 포함), 약

1억7천만불에 달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

혔다. LRⅠ급인 이 선박은 길이 228m, 폭 32.2m, 높이

20.9m로 2018년 상반기 납기 조건이다.

계약식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사전 미팅에서 성동조선

해양 김철년 대표이사와 포시도니아 기간 내내 선주들과

미팅을 함께 했던 강기성 성동조선해양 노동조합 지회장

도 참석해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납기·품질·안전 등 모

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뜻을 선주

측에전달했다.

선주 측 관계자는“현재와 같이 어려운 조선 시황에서 성

동조선해양의 단합된 노사의 모습에 무한한 신뢰가 생겨

최종 계약까지 결정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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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성동의 장기인 LRⅠ급 탱커의

재 발주로 다시 한번 기술력을 입증 받는 계기가 되어 더

욱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이라며“곧 다른 선주사와도 좋

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수주에 대

한 기대감을 높였다. 차코스사와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0년에 걸쳐 원유 및 정유 운

반선 등 총 15척의 선박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 오며 오랜

파트너십을유지해왔다.

3. 현대삼호중공업

(1) 현대삼호중공업, ‘노사정합동안전캠페인’!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윤문균 사장)이 조선업종 5대

다발사고 예방을 위해 회사와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노사정합동안전캠페인’을전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7일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자, 목

포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선주 등 300여 명이 참가

한 가운데 회사 주요 출입문과 출근버스 승강장에서‘노

사정합동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고밝혔다.

참가자들은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밝은 아침 인사를 건

네며안전하고힘찬하루를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남 지역 조선업종 5대 다발 사고 예방을

주내용으로진행됐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남지역 조선업종 5대 다발사고

는 ▲떨어짐 ▲끼임 ▲맞음 ▲넘어짐 ▲부딪힘 등으로

지난해발생한전체사고의 71%를 차지하고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조선업종 5대 다발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안전시설 임의 해체 금지, 장

비 조작 전 주변 작업자 확인,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 철저 등을 직원들에게당부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무재해작업장 조성을 위

해 안전체험관 운영, 회사와 협력사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취득과 지원, 5S 생활화, CATV 안전영상교육 강화 등 다

양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며, “오늘 캠페인은 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는 데

회사와 노동조합, 지역 주요 기관이 공감해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됐다”고 밝혔다.

(2) 현대삼호중공업, 파나마새운하갑문설비준공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윤문균)이 파나마 새 운

하에 들어가는 총 2.1억불 규모의 핵심설비 공사를 성공

적으로 마무리하며, 산업설비 분야의 사업 수행능력을 세

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10년 미

국과 유럽, 남미의 유수업체들을 제치고 다국적 컨소시엄

인 GUPC사로부터 갑문설비 공사를 수주한 바 있으며, 오

는 26일(일) 준공식을 갖는 파나마 새 운하 건설에 참여

한 유일한국내기업이기도하다. 

지난 1914년 문을 연 파나마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최

단거리(64km)로 연결하는 수로이며, 파나마정부는 2007년

부터 총 5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운하의 확장공사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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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은 선박의 운하 통과 시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소형수문(Water Valve) 158개와 유압장치

158세트의 제작, 설치 작업을 맡았으며, 칸막이벽

(Bulkhead) 84개와 이물질막이(Trash rack) 등을 포함해

총중량 2만 톤에 달하는기자재를공급, 시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모든 설비 제작을 2mm 오차 이내로

발주사가 원하는 납기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최고의 품

질과 납기준수로발주사의찬사를받았다. 

특히 설치 완료된 소형수문의 누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전체 갑문에 물을 채우는 방식 대신 이동식 특수가

벽을 설치하는 기발한 제안을 통해 공사에 소요되는 시

간과비용을크게절감했다. 

한편 그간 중형선박만 통과할 수 있었던 파나마운하는

이번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초대형 선박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선박의 운항이 가능해져 세계

물류역사에큰 변화를이끌어낼것으로기대되고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세계 무역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대역사에 참가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

다.”며, “산업설비 사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혁신을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산업설비 사업은 지난 2004년 현대중공

업으로부터 이관된 후 연간 1천억 원가량의 매출과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기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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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동정

(1) KOMEA, POSIDONIA 2016 전시회성황리폐막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지난 6월 10일, 세계

3대 조선 박람회 중 하나인 그리스 아테네‘POSIDONIA

2016' 전시회가 성황리 폐막했다. 금번 전시회는 관련 산

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약 90여개국 1,800여개 업체가 참

가하여 전시회 개막이래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참가사들의 자사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주최측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전시참가자및 참관객들의활기를더했다.

금년 6회째 참가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

조합(KOMEA)과 KOTRA는 매년 통합 한국관의 형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IPA)와 한국선급(KR)을

주변으로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KOTRA&KOMEA 한국관으로 가스트론, 대원열판, 센코,

유원산업, 에스앤에스밸브, 케이에스피, 텍크마린, 하트만

(가나다순) 총 8개사가 참가하여 국내 조선소와 함께

Korea Cluster를 형성하며 국내 기자재에 대한 브랜드 파

워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약 1,0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는 국내 조선해양기자재가 유

럽 시장에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금년 전시는 주로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관심이 높았

으며, 이 분야에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조선

소들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마

케팅에 주력하였고, 선박 발주 계약을 위해 부단한 노력

이 계속되었다. 전시기간동안에는 한-그리스 조선,해운 산

업 발전 협력을 위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한

국의 날’행사 등 다양한 교류의 장들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 8일(수)에 주그리스 대사관에서 주최하여 개최되었

던‘한-그리스 조선해양협력 포럼’에서는 주 그리스 안영

집 대사의 오프닝 세레모니를 시작으로 국내 조선소 및

KOMEA 발표(주제:Latest technologies on ship equipment)

를 포함한 한, 그리스 조선해양 유관 기관들의 발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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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발표 후 발표자와 청중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한-그리스 상호간에 위기 극복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적극성이엿보였다.

KOMEA 관계자는‘매년 국내 조선소 및 기자재기업이

통합 한국관을 이루어 참가하는 것은 유럽 선주 및 바이

어들의 발길을 이끄는 등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

고 있으며, 올해 역시 많은 참관객들로 전시 기간 4일 내

내 활발히 운영되었다. 우리 조합은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에 실질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

속적으로 고민 및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현지 사절단,

리셉션 등 다양한 직접 네트워킹 컨텐츠를 개발하여 국

내 기업들이 마케팅을 더욱 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예정‘이라고밝혔다. 

(2) 조선기자재기업발전산업진출을위한동반성장설명회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김용진)는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기자재 중소 기업의 발전분야 사업 진출 지원을 위

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동서발

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동반성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글로벌지원센터(센터

장:정창수)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현재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동서

발전(주)의 본사와 울산화력본부가 위치한 울산 및 부산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 기회 제공

을 위해마련되었다. 

행사는 한국동서발전(주)의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기·제어·기계 분야로 견학단을

구성하여 설비 전문가의 인솔 아래 분해정비 기간이 아

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발전소의 핵심설비 기자재의 분

해현장을 직업 견학하여 설비 내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과 관련정보를제공하였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예로부터 울산 및 부산지역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동서발전

이 새로운 신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우리나라 산업수도의 모습

을 되찾아 역동적이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로서의 성

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한국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글로벌지원센터 관계자는

“조선해양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조선해양기자재기

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조선

해양기자재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건강한 새싹이 돋아 날

수있게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Ⅱ. 토목건축ㆍ플랜트관련업계동정
1. GS건설, 서울문산고속도로사업 속도낸다. 사업의

핵심인금융조달완료

남북 통일의 관문이 될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급물살을타게됐다.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사 주간사인 GS건설은 9일 서울

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적으로추진한다고밝혔다.

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본 사업 금융약정식에는 박정수 서울문산고속도로㈜ 대

표이사와 김태진 GS건설 CFO를 비롯해 금융주선기관,

투자자 및 대주단, 자산운용사, 건설출자자, 자문기관 등

28개 기관 총 8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주선사

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며, 금번 프로젝트 금융약정 총

액은 9,304억 원이다. 최근 어려운 건설 및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인 금융 조달을 완료함으

로써,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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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대표이사는“경기 서북 지역 최초의 민자고속도

로인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착공되고 이렇게 금융약정식까

지 갖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남북경협과 통일을

대비한 국가기간망 노선을 완성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사

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35.6㎞를 잇는 왕

복 2~6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총 투자비는 2조1,3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작년 8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작년 11월에 착공했으며, 5

년의 공사기간을거쳐오는 2020년 11월 개통 예정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국토 서부 축 간선도로망인 익산~

문산 구간 중 마지막 구간으로 경기 서북 지역에 구축되

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다. 특히, 남북 경협과 통일을

대비한 노선으로 향후 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하는 광

역교통의주축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는사업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

대되며, 수도권 서북부와 남부를 연결해 주택/산업 밀집

지역인 파주, 고양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크게 개

선돼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 SK건설,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준공

SK건설은 지난 22일 충북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을끝마치고준공식을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충주메가폴리스는 충주시 주덕읍 일원에 축구장 250개와

맞먹는 181만㎡ 부지에 조성한 충북권 최대 규모의 산업

단지다. 총 사업비 2510억원이 투입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으로 시공 주관사인 SK건설과 충주시 지분율이 각각

47%, 20%다. SK건설은 지난 2013년 10월 전자정보와 생

명공학, 신소재, 녹색기술 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산업

단지를 설계해 공사에 들어가 32개월 만에 무재해 준공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롯데칠성음료, 무학소주, 기아자동차

등 9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마쳐 43%의 분양률을 기록중

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33만㎡에 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이 오는 9월 계약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80~90% 수준의

분양률 달성은무난할것으로전망된다. 

충주메가폴리스는 서울~부산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충주~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세종~원주간 충청고

속도로가 지나는 사통팔달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청주국

제공항과도 40분 정도 떨어져 있다. 여기에 충주댐의 풍

부한 용수와 전력 수급으로 이미 준공된 충주 첨단산업

단지, 기업도시와 함께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시

너지를낼것으로전망된다. 

이관행 SK건설 현장소장은“최고의 품질로 충주메가폴리

스 산업단지 조성을 끝마쳐 기쁘다”며“지역경제 활성화

에 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3. 삼성물산해외현장품질·안전관련수상잇따라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은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현

장이 발주처와 정부로부터 품질과 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건설역량을인정받고있다고 7일 밝혔다.

삼성물산의 홍콩 지하철 SCL C1109 현장이 홍콩 정부와

건설협회가 주관하는 모범현장상(CCSA, Consi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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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s Site Award)에서 종합 1등인 최우수 모범 현장

으로 선정되었다. 홍콩 모범현장상(CCSA)은 안전, 현장

관리, 법규 준수 등 8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

하는 상으로, 홍콩 정부에서 주는 건설 분야의 최고 권위

의 상이다. 국내 건설업계로는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

모범 현장으로 선정돼 신규 진출 시장인 홍콩에서 글로

벌 건설사로의입지를확고히하는계기를마련했다.

홍콩 지하철 SCL C1109 현장은 2.2km 길이의 지하철 터

널공사로 40~50년된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위치해공사에어려움이많다. 

삼성물산은 지반과 건물 침하를 예방하는 전문 기술을

도입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 전담 인력을 배치

하는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음. 홍콩 이코노믹 타임즈 등 현지 언론으로

부터 "향후 대형 도심지 공사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 모범

적인 사례"로 호평 받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발주처가

연 2회 주관하는 안전시상식(Safety Award Ceremony)에

서 종합대상(Grand Safety Award)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발주처 MTRC(Mass Transit Railway Corporation

Limited)의 약 120여개 현장 중 안전, 환경, 품질, 민원 관

리 등을 평가해 우수 현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삼성물산

은 2014년 상반기부터 4회 연속 종합대상을받았다.

지난 달 26일에는 싱가포르 건설청이 주관하는 BCA 건

설대상(BCA AWARDS 2016)에서 마리나 해안고속도로

483현장이 토목부문 시공 대상을 수상했다. BCA 건설대

상은 싱가포르 건설청이 준공됐거나 시공 중인 프로젝트

를 평가해 시공, 설계, 안전, 품질 등 총 10개 분야로 나눠

시상하는 것이다. 마리나 해안고속도로 483현장은 마리나

해안고속도로에서 950m의 지하고속도로와 환기빌딩 1개

동을 짓는 공사 현장임. 이 현장이 있는 마리나베이 지역

은 과거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지역으로 세계적인 건설

사들도 사업 수주를 주저할 정도로 어려운 현장으로 평

가된다. 삼성물산은 연약지반 처리 등 고도의 시공 기술

과 준공까지 무사고 무재해를 기록한 공사수행 능력을

인정받아이번수상의영예를안았다.

삼성물산은 "앞으로도 모든 건설 현장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 관리로 발주처로부터 신뢰를 확보하

고국내건설사의위상을드높이겠다."고 밝혔다.

4. 한전KPS 동정

(1) “한전KPS,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사업 동반진출 모

색한다!”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6월 8일 광주, 전남혁신도시(전

남 나주시 소재)에 위치한 본사 1층 빛가람홀에서 해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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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록스텍 코리아, 리탈 코리아, 터보파워텍 등 국내 53

개 공급망(Supply Chain) 협력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해외사업 Supply Chain 구축 컨퍼

런스’를개최했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기자재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

ROMM/Retrofit 사업에 필요한 기기 제작사, 유통회사 등

국내외 파트너사 추가 확보 △해외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날 한전KPS 최외근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Supply Chain 구축 컨퍼런스는 한전KPS와 발전설비 기자

재 공급 및 유통,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세계시장 동반개척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말했다.

또한 최외근 사장은“한전KPS는 신성장 매출 확대를 위

해 ROMM사업 및 기자재 공급이 포함된 해외사업을 추

진 중”이라며“기자재 공급사와 해외시장 정보를 공유하

고 해외고객사를 대상으로 동반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상호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

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공급망(Supply Chain)

업체별 기자재 전시(6.8~6.10)와 함께 Supply Chain 향후

운영 계획 발표,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시간을 가

졌다.

(2) 한전KPS, 인도 2개발전소O&M사업 678억원추

가수주

한전KPS(사장 최외근)가 인도 잘수구다 화력발전소와

찬드리아 화력발전소 운전 및 정비(O&M) 사업의 신규

계약과 연장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총 678억 원을 수주하

는 쾌거를 달성했다. 인도 잘수구다 화력발전소(총 9개호

기)는 한전KPS가 2008년부터 약 8년간 O&M 사업을 수

행해 온 사업장으로서, 한전KPS는 기존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2016년 6월 3일 554억 원 규모의 신규계약을 통해

2021년 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된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약 12년 동안 한전KPS가 O&M 사

업을 수행해 온 인도 찬드리아 화력발전소(총 3개호기)는

아연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코어발전소

로서, 2018년 종료 예정인 기존 계약을 지난 4월 20일 변

경계약을 통해 202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124억 원을 추가

로 수주했다.

한전KPS는 인도 시장에서 상기 2개 발전소 이외에도 바

브나가르 화력발전소 O&M사업 및 ATPS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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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사업을 수행 중에있다.

아울러 한전KPS는 과거 인도 베마기리 복합화력발전소

O&M 사업을 통해‘인도 내 발전소 이용률 2년 연속 1위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둬‘고품질 발전소 운영회사’라

는 명성을 쌓아 나가고 있다. 한전KPS는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인도시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적극

적인영업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

한전KPS는 관계자는“지난해 인도는 제조업 등 경제활

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7.2% 상승한 바 있

으며, 올해에도 7.6%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의 휴, 정지되었던 발전소들이 가동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한전KPS는 인도 내 O&M 사업 신규수주를 위

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반드시 잡을 것”

이라고밝혔다.

5. 현대엔지니어링동정

(1) 현대엔지니어링, 캄보디아에서 1억2천만불 규모

쇼핑몰신축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캄보디아에서 대형 쇼핑몰 신축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3일 1억2천만

불(원화 약 1,400억원) 규모의『캄보디아 이온몰 2단계 신

축공사』계약을 3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캄보디아 이온몰 2단계 신축공사』는 아시아 최대 유통그

룹 중 하나인 일본의 이온몰(AEON Mall)이 캄보디아에

서 2번째로 발주한 공사이다. 

본 프로젝트는 지상 4층 규모의 쇼핑몰 신축공사로 캄보

디아 수도 프놈펜市 외곽에 들어설 계획이다. 준공 후 대

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 볼링장, 소규모 상점 및 기타 위

락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이 지역이 프놈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사기간은 24

개월로 2018년 5월 완공 예정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그 동

안 캄보디아에서 다수의 건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

행한경험을이번수주의성공요인으로평가하고있다.

지난 2011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지하 4층 ~ 지상

22층 규모의 프놈펜타워를 준공하였으며, 2015년에는 캄보

디아 최대 금융기관인 아클레다 은행 본관 증축 공사를

맡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번 입찰에서

도경쟁사들을제치고최종시공사로선정될수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를 통해 플랜트 부문에 집

중되었던 해외 수주의 공종 다각화 및 시장 다변화를 모

색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특히『캄보디아 이온몰 2단계 신축공사』발주처인 일본

이온몰(AEON Mall)은 아시아 지역에서 운영중인 기존

160여개 매장 이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서 신규 쇼핑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발주처

와의 돈독한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추가 수주도 추진한

다는전략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그 동안 캄보디아에서 보여준

우수한 건축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캄보디아 이온

몰 2단계 신축공사』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수

주를 기반으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건축

프로젝트의추가수주에도적극나서겠다”고덧붙였다.

58 월간용접저널 2016. 7           

용접관련동정2015.7

48-61 용접동정201607  2016.7.6 11:30 AM  페이지11    Apogee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캄보디아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 ▲프놈펜 타워 신축공사, ▲HRD 센터 신축공사,

▲아클레다 은행 증축공사, ▲캄보디아 지방도로 정비 및

개량공사등총 5개 사업을 완공 및진행중이다.

(2) 현대엔지니어링, 2016 Intergraph Award 수상,

세계적인플랜트 IT 기술력입증해

현대엔지니어링이 15일(현지시간 14일) 미국 에너하임 컨

벤션 센터에서 열린『2016 Intergraph Awards』시상식에서

‘Golden Valve Award’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과

‘Platinum Pipe Award’3D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번‘Golden Valve Award’에 출

품해 최우수상을 수상한「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 크루

즈 정유공장(25억불 규모)」프로젝트 3D 애니메이션은 동

종업계 최초로 ▲레이저 스캐닝 ▲SP3D(3D 모델링) ▲

SPR(3D 모델 뷰어) 등 Intergraph社의 세가지 솔루션을

복합적으로활용해제작한 SP3D 동영상이다. 

최근 SP3D로 제작된 3D 동영상에 대한 해외 발주처의 제

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현대엔지니어링은 기

획부터 학습, 기술개발을 통한 최종 동영상 제작까지 자

체적인 노력을 통해 이번 3D 동영상을 완성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역대 8번째‘Golden Valve Award’수상 영예를

안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이번‘Golden Valve Award’

최우수상 수상으로 당사의 3D 플랜트 설계 기술력을 객

관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발주처의 시각자료 요구에 대

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향후 해외 플랜트 수주에 긍

정적인효과를불러올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Platinum Pipe Award’3D 부문

에서도‘지능형 3D 설계검증 시스템(이하 IDBV, Intelligent

Design Basis Verification)’을 출품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

상했다. IDBV 시스템은 플랜트 설계검증 업무를 3D 모델

링과 접목한 실시간 검증 자동화 시스템으로 3D 설계 과

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실시간으로 자동검증하고 검

증 결과보고서를자동생성하는프로그램이다. 

또한, 실시간 사전 검증을 통해 설계오류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제거함으로써 재시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

체적인 설계품질 향상과 공기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85년 국내 최초로 3D CAD를 도입해

설계에 적용하는 등 일찍이 엔지니어링IT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개

발에힘써왔다. 

2009년 Intergraph社의 SP3D 시스템을 도입해 배관, 기계,

전기, 계장,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3D 모델링 역량

을 배양함으로써 국내 동종업체보다 플랜트 3D설계 분야

에서 기술우위를점하며수주경쟁력을확보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추후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SP3D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며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설계 데이터를 통합운용하고 검

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최고의 사업수행 품질을 제고한

다는계획이다. 

한편, Intergraph社는 미국의 플랜트 설계 소프트웨어 솔루

션 기업으로 벡텔, 월리 파슨스 등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

링 기업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Intergraph User Conference」를 개최해 ▲Golden Valve (3D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Platinum Pipe (자동화 기

술) ▲SPMat excellence(자재관리시스템) ▲E&C

excellence(프로세스, 전기, 계장 분야 솔루션 활용) 등 4개

분야 시상식을진행한다. 

Ⅲ. 용접관련기타동정 및이모저모
1. 국토교통부동정

(1) 호주·스리랑카해외건설수주지원단파견

국토교통부는 6.15(수)부터 22(수)까지 김경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이 호주, 스리랑카를 방

문해해외건설수주지원에나선다고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호주와 스리랑카에서 해외건설 인프

라분야 주요 발주처 장관 등 고위급 인사 면담을 진행하

고, 현지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개발사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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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스리랑카는 그동안 한국기업의 진출이 그다지 활

발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으로 우리기업의 참여(투자)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에 수주지원단은 정부주도의 G2B 협

력을 통한 프로젝트 참가 및 신규투자를 확대하는 등 우

리 기업과의협력사업을심도있게논의할예정이다

호주는 그동안 우리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선진시장

중의 하나로서, 주로 항만, 발전소, 주택단지 조성 등 프로

젝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최근, 광산개발, 도로

건설 등 공종의 다변화를 시도하며 활발하게 수주활동을

전개하고있다.

또한, ‘14. 12월 한-호주 FTA 체결 이후, 호주정부는 북호

주 지역과 뉴사우스웨일즈주를 중심으로 도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인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번 수주지원을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이끌어 낼 경우 보다 양호한 조건에

서 인프라참여가가속화될 것으로기대된다. 

(2) 동남아시아최대교량국내기술로안전진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말레이시아 페낭2교 안전진

단사업”(이하 안전진단사업)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과 국내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수주하였다고 밝

혔다. 공단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지난‘15.10월부터 9개월

간 협의를 통하여‘16.6월 동남아시아 최대 교량인 말레이

시아 페낭2교의 안전진단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안전진단사업은 공단과 국내 안전진단 업체

(EJtech, KSM)가 페낭2교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는 민ㆍ관이 협력하여 해

외 교량안전진단사업을최초로수주한우수사례이다. 

“말레이시아 페낭2교 안전진단사업”은 총연장 24km에 달

하는 말레이시아 페낭2교 중 사장교 형식의 475m 특수구

간에 대한 안전성을 정밀 진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안

전진단사업에는 드론을 활용한 교량 형상 계측 및 광섬

유 기반의 스마트 센싱 손상감지 기술 등 국내 최첨단 기

술을적용할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라‘16.7월에 페낭2교 사장교 구간에

대한 1차 정기점검을 착수하고, ’18년 2차 정밀점검을 거

쳐‘19년末 정밀안전진단까지실시할예정이다. 

(3) 파나마·칠레로중남미해외건설시장지평넓혀

국토교통부는 6.25(토)부터 7.4(월)까지 강호인 장관을 단

장으로 파나마ㆍ칠레 등 중남미 지역 해외건설 수주지원

단을 파견했다. 파나마는 세계은행이‘16년 중남미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 국가로, 향후

4년간(’16̃ ‘19)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52억

불에 달한다고발표한바 있다. 

특히 최근 한국기업이 파나마 최대 규모의 콜론 복합화

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건설공사(6.8억불),

최초의 전력보상장치(스태콤) 공급 사업(26.5백만불)을 수

주하는 등 종합 시공 능력, 기자재 기술력을 모두 발휘하

고 있는 중미지역 거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플

랜트 뿐 아니라 교량, 송전, 항만 등으로도 진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사업부, 송전공사 등에 우리기업의 기

술력을홍보하고협력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 

칠레에서는 6.29(수) “제1차 태평양동맹-옵서버 국가 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

하고인프라분야협력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 

(4) ‘부적격’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려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경기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동반 위축되고 있어 용역업 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실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난립될

경우공정한시장질서가저해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

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

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등을중점적으로조사할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하여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

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

는국토부ㆍ지자체등이합동으로현지실사할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등록

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의해조치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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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하여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

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2.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발전시장진출전략세미나

개최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16일 ERM* Korea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본

점 8층 KEXIM홀에서‘인도네시아 발전시장 동향과 환경

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019년까지 35GW의 발전소 신, 증설을 추진하고 있

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기개발계획에 따라 항후 기대되

는한국기업의발전사업수주를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발전시장 진출에 관심이 큰 국

내 투자자(발전회사, 상사) 및 건설사 약 50곳에서 90여명

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수은의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지

원사례 및 환경심사 절차, 인도네시아의 발전시장 동향,

환경허가 획득절차등에대한자세한설명이이어졌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기준 GDP 8726억 달러, 인구 2억

5600만명의 아세안(ASEAN) 최대국가이지만, 인프라 부

문 특히 전력분야의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

이다. 인도네시아의 전력수요량은 2011년 156테라와트시

(TWh)에서 2022년 387TWh로 연평균 8.5%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화력

20GW*(55%), 가스발전 13GW(35%), 수력 2.4GW(7%),

지열 1.2GW(3%) 발전소를 건설할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사업이 진행되

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OECD 환경, 사회

권고안에따라환경심사를수행하고있다”면서

“계약구조상 우리 기업은 사업주 및 건설사로서 환경관

리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 가

능한 환경, 사회문제를 사업초기단계부터 대비함으로써

원활한사업을수행할수있기를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이날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관련 정보와 국

제환경기준을 종합 정리한‘인도네시아 환경리스크 관리

매뉴얼’을발간했다.

3. 철강협회, 철강, 비철금속업계대상국가직무능력표

준설명회개최

철강, 비철금속 업계가 선제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알리기에나섰다.  

한국철강협회가 대표기관을 맡고 있는 재료산업인적자원

개발위원회는 6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철강,

비철금속, 세라믹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료산업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설명회를 개최했

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조만간 입법할 것

에 대비하여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을 확산하기위해개최하는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수행

한 철강, 비철금속분야 NCS기반자격 개발에 대한 설명과,

일학습 병행제우수사례발표등이있었다.  

이동복 재료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총장은“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정부와 관련 기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산업 인적자원개발사업 성과들을 산업현

장으로 성공적으로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고

말하고, “향후 위원회는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 재직자 역

량 제고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 안정을 실현하

는데앞장설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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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세계조선시장동향

1. 1분기전세계신조선발주량큰폭으로감소, 건조량

역시감소추세

5월까지 전세계 발주량은 전1분기 전 세계 발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71.0% 감소한 232만CGT를 기록 했고, 동기간

발주액은 62.6% 감소한 65.1억달러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전 세계 선박건조량은 8.3% 감소한 963만CGT

를 기록하여지난해의증가추세를이어가지못했다.

전반적인 저유가 지속으로 에코십의 수요 및 해양플랜트

수요가 거의 사라지고 발주 요인을 찾기 어려운 극심한

침체상황을보이고있다.

특히 선복량 과잉 지속과 세계경기의 저성장 기조 속에

해운물동량 마저 증가율이 둔화되며 해운시황 역시 극심

한 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 점도 발주수요 급감의 요인이

되고있다.(그림1참조)

2. 현재는 특정 선종이아닌신조선전반의수요가극

도로부진한상황임

1분기 신조선 시황은 상선, 해양플랜트 등 선종과 무관하

게 극도의 침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상선시장의

신조선 수요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중국내 광석운반선

등의 자국수요와 유럽의 크루즈선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차지하고있다. 

3. 4월초기준전세계수주잔량은연초대비 7.6% 감

소한1억261만CGT로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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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1분기조선ㆍ해운시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종서

그림1. 전세계조선산업수주및건조량추이 *자료: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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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월대비 약 9.8% 감소하여 금년들어 수주부진에

의한 수주잔량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있다.(그림2참조)

4. 신조선가는금년들어모든선종이소폭하락하고있음

3월 Clarkson 신조선가 지수는 전분기 말 대비 0.4% 하락

한 130을 기록했다. 선종별로는 지난해 양호한 수준을 보

여왔던 탱커의 신조선가 지수가 전분기말 대비 2.3% 하

락한 153을 나타내어 가장 큰 폭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

고, 벌크선 지수는 전분기말 대비 1.9% 하락한 115를 기록

하였으며 2014년 4월 이후 23개월째 하락하고있다.

컨테이너선과 가스선 신조선가 지수는 각각 1.3%와 0.5%

하락한 76.147을 기록했다.(그림3참조)

5. 금년도 극심한 침체상황 하에서 중국이 약 절반의

수주량점유율을기록하고있고한국과일본의심각한

부진으로한중일3국의점유율은크게낮아진상황

한국, 일본은 전년 동기대비 90% 이상의 수주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수주점유율은 각각 7.4%와 5.7%로 하락했

다. 반면, 중국은 3월에 초대형 광석운반선 등 자국 발주

물량을 대거 수주하며 전년동기대비 수주량 감소폭을

37%로 줄였고 신조선시장 수주점유율은 49%로 확대되었

다. 상선 중 화물선의 발주는 극히 부진한데 비하여 유럽

의 크루즈선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유럽 조선소들의 수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한중일 3국의 수주 비중은 지

난해 88%에서 1분기 중 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4참조)

II. 국내조선업동향

1. 2016년도1분기수주는극심한침체수준을나타내

고있음

1분기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94.1% 감소한 17만CGT를

기록하고 있고, 동 기간 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93.9%

감소한 3.9억 달러를 기록 하고있다. (그림5참조)

2. Clarkson 기록을토대로선종별수주실적을살펴보

면유조선과제품운반선등탱커류 8척을제외한나머

지선종은수주실적이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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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전세계분기별수주잔량추이*자료: Clarkson, 각기초기준

그림3. 신조선선가추이 *자료: Clarkson 

그림4. 한.중.일 3국의수주량추이 *자료: Clarkson 

그림5. 국내조선산업신조선수주량, 수주액추이

*자료: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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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류 역시 정상적인 수주량은 아니어서 특이사항으로

볼 수 없고, 전반적으로 발주수요가 사실상 사라진 양상

을 보이고있다. (그림6참조)

3. 건조량은지난해에이어증가세를유지하고있음

1분기 건조량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한 343만CGT를

기록 했다. 전 세계 건조량의 감소세는 중국의 구조조정

에 의한 건조량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때문이며 한국은

2013~2014 수주물량을 기반으로 착실한 건조가 이루어지

는 것으로추정되고있다.(그림7참조)

4. 국내선박수주잔량은연초대비11.1% 감소

4월초 기준 수주잔량은 2,759만CGT로 집계되었고 전년

동기대비 16.2% 감소한 수준으로, 통계상의 허수 등 오류

를감안하면현재의일감은 2년치 이하로추정된다. 

1분기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수출은 건조량의 소폭 증가

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등 고가물량의 인도분 미흡으

로 전년 동기대비 37.4% 감소 했고, 1분기 선박수출은

83.4억 달러 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8참조)

III. 주요해운시장동향및전망

1. 벌크선시장

(1) 1분기 BDI는 평균 358로 전년동기대비 41.6% 낮

은수준이며사상최저수준의분기평균치로추정됨

1분기 중 BDI 지수 사상 최저치인 290을 기록하는 등 극

심한시황악화를나타낸바있다. 

2016년 들어와 예상보다 많은 폐선을 기록하고 있으나 해

상물동량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되었고 2013~2014년 발주

된 선박의 인도물량도 적지 않아 운임지수는 사상 최저

수준을기록하고있다.  (그림9참조)

(2) 벌크선의용선료는1분기중에도크게하락함

1년 정기용선료 기준으로 1분기 Capesiz 170Kdwt급의 용

선료는 평균 5,388US$/day로 전년 동기대비 49.5% 하락

한 수준이며 전분기 대비 38.6% 하락했고, 동 기간

Panamax급 75Kdwt급 용선료는 평균 5,088US$/day로 전

년 동기대비 35.4% 낮은 수준이며 전분기 대비 25.8% 하

락 했다.

동 기간 Handymax급 52Kdwt급 용선료는 평균

4,742US$/day로 전년 동기대비 42.4% 낮은 수준이며 전

분기대비 27.2% 하락 했다.(그림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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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국내조선산업선종별수주실적

*자료: Clarkson 데이터를기반으로해외경제연구소작성

그림7. 국내신조선건조량추이 *자료: Clarkson 

그림8.  국내신조선수주잔량추이 *자료: Clarkson, 각기초기준

그림9.  BDI 추이 *자료: Baltic Exchange, Clarkson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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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크선의 해운시황은 2016년에도 매우 어려워 개

선을기대하기는어려울전망

2016년도 선복량 신규공급도 연초 선복량 대비 약 8.5%

수준으로 매우 많은 정도로 추정되나 폐선량도 약 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선복량 증가율은 2% 이하일 것으

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전 세계 해운물동량 증가율이 2%

만 상회하여도 일부 공급과잉 해소가 가능할 것이나 전

반적인 수요 전망이 밝지 않아 시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전망이다.  

2016년도 해상물동량은 철광석을 중심으로 일부 양호한

흐름이 감지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석탄

수입량 감소 등으로 2% 이상의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기

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예상보다 많은 폐선량으로 인

하여 최악의 공급과잉 심화는 막을 수 있게 되었고 2015

년 이후의 신규 발주 부진으로 내년부터 공급압력은 현

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관건은 세계 경기

활성화로수요가살아날것인가에달려있다.   

2. 탱커시장

(1) 탱커시장 운임은 유조선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

을유지하고있으며제품운반선의경우는하락하는흐

름을보임그림11참조)저유가 기조의 유지로 수요가 비교

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나 전년 대비 해상물동량 증가

율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4년 발주선박 일

부가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공급 증가율이 2016년 시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분기 평균치를 기준으로 유조선의

사우디 Ras Tanura -Rotterdam 간 VLCC 운임 지수는 전

년 동기대비 24.8% 상승하였고 동 기간 나이지리아

Bonny Off-중국 닝보 간 VLCC는 32.7%, 사우디-이태리

Trieste 간 수에즈막스는 5.6% 각각 상승했다.(그림12참조)

동일 평균지수에 대하여 제품운반선의 경우는 전반적으

로 전년동기대비하락한흐름을나타낸다. 

싱가폴과 일본 치바간 MR clean tanker는 전년 동기대비

1.5%, 알제리 Skikda-휴스턴 간 LR dirty tanker는 4.0% 각

각 하락했고, 휴스턴-리우데자네이루 간 MR clean tanker

는 전년 동기대비 13.6%, 휴스턴-암스텔담 간 MR clean

tanker는 12.0% 각각 하락했다.

제품운반선의 경우 지난해 폭발적인 수요증가가 있었으

므로 전년 대비 물동량 증가율은 기저효과에 의하여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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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유조선운임지수WS 추이 *자료: Clarkson

그림12. 제품운반선운임지수WS 추이 *자료: Clarkson

그림10. 선형별벌크선용선료추이

*자료: Clarkson, 1년정기용선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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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3년 대량 발주 물량의 인

도가 지속되면서 공급압력에 의하여 운임이 하락하는 것

으로추정된다,

(2) 탱커 용선료는 금년 1분기 동안 하락하는 흐름을

보임

1분기 동안 VLCC의 용선료 하락이 두드러져, 310K급

VLCC의 1년 정기용선료의 1분기 평균치는 전분기 대비

12.3% 하락한 46,300US$/day를 기록하였고, 동 기간 제품

운반선의용선료도전반적인하락추세를보였다. 

74K LR급 제품운반선의 평균용선료는 전분기대비 13.7%

하락한 20,250US$/day, 47K급은 7.4% 하락한

17,593US$/day, 37K MR급은 4.8% 하락한 16,385US$/day

를 각각 기록했다. (그림13참조) 

(3) 2016년도탱커시황은저유가기조의유지로해운수

요는비교적양호한수준이이어질것으로예상되나선

박의신규공급이증가하면서시황은다소악화될전망

유조선의 경우 해운수요의 증가율은 2016년에도 2% 중반

대 이상의 양호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선박

의 신규공급 증가로 선복량 증가율이 5% 이상일 가능성

이 높다.   

이에 따라 용선료와 운임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

근 수년간의 침체시황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

은 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선복의 공급증가 효과는 201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

상되며 이후 약 3년여간의 시황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제품운반선의 경우도 2016년 해운수요 증가율이 4%

내외로 양호한 수요를 나타내겠으나 2013년 집중 발주된

MR탱커의 영향으로 선복량 증가율이 1~2%p 상회할 것

으로 예상되어시황은소폭하락전망이다.  

이러한 시황 불안은 2017년까지 지속되고 다시 2018년부

터 개선될 것으로전망된다. 

3. 컨테이너선시장

세계 경기의 둔화, 보호무역 등으로 해운물동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초대형선의 인도 등 선박공급은 지

속되고있어시황은침체수준을나타내고있다. 

특히 지난해 많은 양의 선박인도가 이루어진 영향으로 1

분기 시황은극히악화된수준을나타냈다.     

용선료 지수인 HRCI의 2016 1분기 평균치는 전년 동기대

비 22.6% 하락한 449.2로 나타났고, 중국발 운임지수인

CCFI는 1분기 평균 740.7로 전년 동기대비 30.0% 하락한

수준을나타냈다. (그림14참조)

2016년도 컨테이너선 해운시황의 수급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운임 상승은 가능성이 있다. 2016년 선복량 증가

는 2014년 컨테이너선 발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향으

로약 4% 내외 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이다.  

해운물동량의 증가율이 선복량 증가율을 상회할 것인지

에 수급개선 여부가 걸려있으나 북미의 경기회복에도 불

구하고물동량증가율이 4%선을 크게 상회하기는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장수급 상황에 의한 시황개선을 기

대하기는다소어려울전망이다. 

최근 정기선 동맹이 재편중에 있어 정기선 시장이 어수

선함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경쟁력을 가진 2M을 중심으로

운임인상시도가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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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용선료추이 *자료: Clarkson

그림14.  HRCI, CCFI 추이

*자료: Howe Robinson, 중국상해항운교역소,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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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CFI 수준도 사상 최저점 수준에 있어 반등을 시도

해볼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IV. 향후조선시황전망

발주물량이 거의 사라진 듯한 해양플랜트와 상선시장의

분위기가 금년 중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

나하반기이후수요가점차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저유가기조로 인한 에코십과 해양플랜트의 수요 위축으

로 주요시장의 발주가 없는 수준이며, 여기에 규제회피를

위한 선발주 물량까지 지난해에 앞당겨 발주됨으로써 금

년중 수요는 더욱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금년 중

발주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낮아 이러한 시

장의분위기는금년중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비교적 양호한 시황을 보이고 있는 탱

커 등을 중심으로 발주수요가 소폭이나마 회복될 전망이

나 조선소들의 일감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된다. 2016년도 수주량 및 수주액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할

전망이며, 2017년 큰 폭의 회복을 보인 후 본격적으로 수

주시황이정상화되는것은 2018년이 될 전망이다.

수주량과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85% 감소한 1.6백만CGT

와 35억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건조량은 금년내 일감

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나 해운시황 불안에 따른 선주

들의 인도연기 요구,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 불안 등의 영

향으로 전년대비 약 3% 감소한 1,235만CGT 수준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수주부진으로 인하여 수주잔량은 전년말

대비 약 34% 감소가 전망되고, 건조량의 소폭 감소와 해

양플랜트 등 고가물량의 소진 등으로 수출은 약 8% 감소

할 것으로전망된다.(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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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해양과조선은조선, 해양, 항만, 물류, 조선기자재분야의 등대가되겠습니다.

해양과조선

월간 해양과조선(Marine and Shipbuilding Monthly: 등록번호 서울 라-11897)은 조선 및 해양 산업분야의 발전과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조선, 해양, 항만, 물류, 조선기자재, 엔지니어링,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건설, 해양탐사, 조선&해양자

동화 제어기술, 유체기술,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조선 및 해양 산업분야의 종합정보를 제공합니다. 

광•고•문•의

Tel: 02-3281-5037
http://www.Shipbuilding.or.kr http://www.Shipbuild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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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Orders Report

2016년 현재까지국내빅3는현대중공업이외에는수주소식이들리지않고있을정도로국내조선업체들이난항에빠져

있다. 물론세계조선시장의침체로인한현상이기는하지만, 국내조선업체들의타격이지속될것으로보이고있다.

올해부진한수주실적으로인해국내조선업체들의수주잔량이지속적인감소로이상황이지속된다면, 내년부터는도크

가하나둘씩비워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동안 4년정도의일감이누적되어있었지만, 내년하반기에는그물량이절

반이하로줄어들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영국조선ㆍ해운분석기관인클락슨World Shipyard Monitor 자료를참고해보면올해 1~4월까지전세계누적선박발주

량이 114척 389만CGT로전년도같은기간 473척 1047만CGT에비해 3분의 1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기간중국

은59척 192만CGT 를기록한반면, 한국은 9척 20만CGT를수주한것으로나타나시장점유율에서중국에크게뒤진것으

로나타나고있다. 참고로이통계는해양과조선에서자체적으로조사한자료와는차이가있다는점을미리밝혀둔다.

한편, 극심한침체를보이고있는세계조선시황이2016년중으로개선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는전망이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발표된2016년 1분기조선해운산업동향을살펴보면, 금년중발주상황이극적으로변화될가능성이

낮아침체된시장의분위기는금년중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비교적양호한시황을보이고있는탱커등을중심으로발주수요가소폭이나마회복될것으로보이나, 이

정도의물량으로는국내조선소들의일감확보에는매우부족한수준일것으로예측했다. 아울러이같은상황은2017년큰

폭의회복을보인후본격적으로수주시황이정상화되는시기는2018년이될것으로전망했다.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등을근거로작성된

것으로, 타자료와는상이할수있다는점을밝혀둔다.

극심한신조선수주가뭄속~ 중소조선분발중?
World newbuilding orders and order status Report 2016
4월까지전세계수주량389만CGT로전년대비37%수준에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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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6년국내주요조선산업현황

1. 국내조선산업2016년신조선추정수주현황

“월간 해양과조선”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한 국내

조선산업의 2016년 5월 31일까지 신조선 추정 수주현황을

보면 총 39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월 4척, 2월 4척, 3월

7척, 4월 1척, 5월 23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그림 1 참조) 

2016년 5월 31일까지 신조선 추정 수주는 39척으로 214년

동기간 255척의 15% 수준이고 2015년 동기간 174척의 약

23% 수준으로 나타나고있다.(그림 2 참조)  

2016년 월별 추정 신조선 수주현황을 보면 1월 Tanker

Carrier 4척(342,000 DWT), 2월 Tanker Carrier 4척(416,000

DWT), 3월 Tanker Carrier 4척(437,800 DWT), 4월 Gas

Carrier 1척(84,000 CBM), 5월 Gas Carrier 8척(892,000 CBM),

Tanker Carrier 12척(653,000 DWT), Container Ship 3척

(43,500TEU), Other vessels(3천톤급 잠수함) 2척 수주로

2016년 5월까지 신조선 Gas Carrier 9척(892,000 CBM),

Tanker Carrier 27척(1,195,800 DWT), Container Ship 3척

(43,500TEU), Other vessels(3천톤급 잠수함) 2척 수주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신조선 수

주 척수로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소 있다.(표

1 ~ 2 참조)

2. 국내조선업체2016년신조선추정수주현황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 해외 언

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한 국내 조선업체별 2016년 5월

31일 기준 조선 업체별 신조선 추정 수주 내용을 보면 현

대중공업은 총 13척 중 Gas Carrier 5척(804,000 CBM),

Tanker Carrier 8척(1,266,000 DWT)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2016년 신조선

수주는 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현대미포조선의 신조선 추정 수주현황을 보면 총 13척 중

Gas Carrier 4척(88,000 CBM), Tanker Carrier 6척(280,000

DWT), Container Ship 3척(43,500 TEU)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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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 Newbuilding orders

그림1. 국내조선소2014-2015년대비2016년월별추정수주현황추이((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 Shipbrokers 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그림2. 2014~2016년동기간(1월~5월) 신조선수주량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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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선은 Small Tanker Carrie 수주로 추정 신조선 수주

는 Tanker Carrier 8척(53,000 DWT)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고, 대한조선은 115,000dwt Tanker Carrier - Tier II

Design 2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수중공업

도 6,600WT Small Tanker Carrier 3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

타나고있다.(그림 3, 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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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내조선소선종별수주현황((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Total 

Division Gas Carrier Tanker Carrier Bulker Carrier Container Ships Other vesse Monthly Total

1

8

9 0

3

3 0

4

4

7

12

27

4

4

7

1

23

39

표2. 국내조선소선종별수주량추이((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Total 

Division Gas Carrier(CBM/m³) Tanker Carrier(DWT) Bulker Carrier(DWT) Container Ships(TEU)

0

0

0

84,000

808,000

892,000

342,000

416,000

437,800

0

653,000

1,848,800

0

0

0

0

0

0

0

0

0

0

43,500

43,500

표3. 국내조선업체선종별수주현황 (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HHI

DSME

SHI

HMD

HSHI

STX O&S

Sungdong

Hanjin H.I.

DaeHan

DaeSun

SPP

Other

Ships Total 

Division Gas Carrier Tanker Carrier Bulker Carrier Container Ships Other vesse Monthly Total

5

4

9 0

3

3 0

8

6

2

8

3

27

13

0

0

13

0

0

0

0

2

8

0

3

39

그림1. 국내조선소2014-2015년대비2016년월별추정수주현황추이(옵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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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국내조선업체선종별수주량(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HHI

DSME

SHI

HMD

HSHI

STX O&S

Sungdong

HHIC(Hanjin)

DaeHan

DaeSun

SPP

Other 

Total

Division Gas Carrier(CBM/m³) Tanker Carrier(DWT) Bulker Carrier(DWT) Container Ships(TEU)

804,000

88,000

892,000

1,266,000

280,000

230,000

53,000

19,800

1,848,800

0

0

0

0

0

0

0

0

0

0

0

0

0

43,500

43,500

표5. 국내조선업체추정신조선수주현황 (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Daesun

HHI

HMD

HHI

HMD-Vinashin

Yeunsoo Heavy

HHI

HHI

HMD

HMD

HMD

Dae Sun 

Dae Sun 

Dae Sun 

Daehan

HHI

HHI

NO Shipyard Monthly 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Viken Crude AS

Minerva Marine

ASP Group

Ditas-Denizcili

Latvian Shipping

Woomin Shipping

AMPTC

Unique Shipping

Stealth Gas

Super-Eco Tankers 

Iranian

HNCC Co.

Heung-A Shipping

KSS Line

Enesel

AMPTC

SK Shipping

Norway

Greece

Australia

Turkey

Latvian

Korea

Kuwait

HongKong

Greece

Greece

Iranian

Korea

Korea

Korea

Greece

Kuwait

Korea

2

2

2

2

2

3

2

1

4

2

3

1

2

3

2

2

4

Jan

Jan

Feb

Feb

Mar

Mar

Mar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Total By Volume of May 2016 39 Ships

13,000DWT Tanker Carrier

158,000DWT Tanker Carrier

50,000DWT Bitumen/Products(1+1option)

158,000DWT Tanker Carrier

50,000DWT Tanker Carrier

6,600WT Tanker Carrier

159,000dwt Tanker Carrier - ICE 1C

84,000cbm Gas Carrier(VLGC)

22,000cbm SP FR LPG 

40,000dwt Tanker Carrier

14,500TEU Container Ship

3,500dwt Stainless Steel tankers

6,500dwt Stainless Steel tankers

3,500dwt Stainless Steel tankers

115,000dwt Tanker Carrier - Tier II Design 

158,000dwt Tanker Carrier - LR3

180,000cbm Membranetype(2+2option)

표 5-1. 국내조선업체2016년1분기Onverted and Options exercised 리스트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1

2

3

4

5

STX

HMD

HMD

HMD-Vinashin

HHI

NO Shipyard Monthly 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Andriaki Shipping

Central Mare

CMM (Latsis)

Latsco

SK Shipping

Greece

Greece

Greece

UK

Korea

2

4

1

2

1

Jan 2016

Jan 2016

Feb 2016

Feb 2016

Mar 2016

Total By Volume of May 2016 10 Ships

74,000DWT LR1 Tanker(Options exercised)

50,000DWT LR1 Tanker(Options exercised)

50,000DWT LR1 Tanker(Options exercised)

50,000 DWT MR Tanker(Options exercised)

83,000m³Gas Carrier(Options exerc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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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6년세계주요조선산업현황

1. 2016년2월말기준수주잔량통계

영국 조선ㆍ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World Shipyard

Monitor 자료를 참고해 보면 2016년 3월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이 102,606CGT 에서 4월말 101,680CGT로 올해 들어

지속해서수주잔량이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표6참조)

또한 클락슨 자료를 토대로 세계 50위권 업체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10위권 안에 든 한국업체는 총 5개 업체로 나타

나고 있고, 중국 4개 업체, 일본 1개 업체 순으로 나타나

고있다.

유가하락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극심한 수주 침체속에

서 중국업체들은 꾸준한 신조선 수주로 올해 들어 세계

시장 점유율 49.3%를 차지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세계시

장점유율 5.1%에 그쳤다. (표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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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각조선소(야드)의총수주잔량 (2016년4월말기준)

■출처: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 Shipyard Yard Country Q'ty DWT CGT

3

2

9

2

4

2

2

2

6

3

4

3

3

6

2

2

1

2

2

3

1

1

5

2

2

4

1

1

1

2

South Korea

South Korea

Japan

South Korea

China

China

South Korea

China

Japan

China

South Korea

China

Germany

Italy

China

South Korea

Japan

Japan

Japan

Japan

China

South Korea

Japan

China

China

Japan

China

China

China

Japan

Other (297groups) 

TOTAL (327groups) 

191

132

224

96

127

81

128

52

68

132

62

119

19

21

44

41

85

24

56

70

50

49

66

52

49

49

58

27

24

55

2,072

4,323

27,316

17,551

20,931

10,585

11,831

18,393

5,208

4,748

9,118

9,338

5,572

7,861

211

122

9,357

5,006

5,187

1,409

6,277

5,822

4,351

5,537

1,918

2,501

3,290

4,119

3,338

4,385

3,943

2,870

63,384

281,480

8,346

8,168

6,581

4,799

3,358

3,217

2,815

2,487

2,459

2,457

2,398

2,369

2,299

2,097

1,695

1,609

1,447

1,439

1,406

1,371

1,290

1,271

1,195

1,037

983

976

974

968

964

934

28,272

101,680

Hyundai HI 

Daewoo(DSME) 

Imabari Shipbuilding

Samsung HI 

Yangzijiang Holdings 

Shanghai Waigaoqiao 

Hyundai Mipo

Hudong Zhonghua 

Japan Marine United 

Tsuneishi Holdings  

STX Offshore & SB 

CSSC Offshore Marine

Meyer Neptun 

Fincantieri 

DSIC Group

HHIC 

Oshima S.B. Co. 

Mitsubishi H.I.

New Century SB Group

Namura Zosensho 

CIC(Jianqsu)

Sungdong SB 

Shin Kurushima Group

Yangfan Group  

Jiangsu Hantong HI

Mitsui Eng & SB

Chengxi Shipyd. 

Nantong COSCO KHI

HNA Group

Onomichi Doc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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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옥포)

한국(거제)

한국(울산)

한국(삼호)

중국(Shanghai)

중국(Taizhou)

한국(울산)

일본(Saijo)

중국(Shanghai)

중국(Dalian)

독일(Papenburg)

일본(Oshima)

일본(Nagasaki)

중국(Jingjiang)

일본(Imabari)

필리핀(Subic Bay)

중국(Jiangdu)

한국(통영)

일본(Hiroshima)

중국(Guangzhou)

일본(Marugame)

프랑스(Nazaire)

한국(진해)

중국(Wuxi)

중국(Nantong)

중국(Zhoushan)

필리핀(Cebu)

중국(Qingdao)

중국(Zhoushan)

일본(Sakaide)

일본(Numakuma)

중국(Guangzhou)

이탈리아(Marghera)

이탈리아(Monfalcone)

중국(Taixing)

중국(Nanjing)

필란드(Turku)

일본(Imari)

일본(Kumamoto)

일본(Onishi)

일본(Onomich)

일본(Kure-Shi)

중국(Taizhou)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조선

Shanghai Waigaoqiao

Jiangsu New YZJ 

현대미포조선

Imabari SB Saijo

Hudong Zhonghua

Dalian Shipbuilding

Meyer Werft

Oshima S.B. Co. 

MHI Nagasaki

New Times S.B. 

Imabari Shipbuilding

HHIC-Phil. Inc. 

CIC (Jiangsu) 

성동조선해양

Imabari SB Hiroshima

CSSC Offshore Marine

Imabari SB Marugame

STX 프랑스

STX 조선해양

Chengxi Shipyd. 

Nantong Cosco KHI 

Jinhai Heavy Ind 

Tsuneishi Cebu

Beihai Shipyard

Zhejiang Yangfan

Kawasaki HI Sakaide

Tsuneishi Zosen

Huangpu Wenchong

Fincantieri Marghera

Fincantieri Monfalco

Yangzi Xinfu S.B

CSC Jinling Shipyard

Meyer Turku

Namura Shipbuilding 

JMU Ariake Shipyard

Shin Kurushima

Onomichi Dockyd

JMU Kure Shipyard

Taizhou Kouan SB

NO Shipyard Shipyard
Largest Dock Output in 2015 Orders Book for Apr 2016

Ships DWT(,000) CGT(,000) Ships DWT(,000) CGT(,000)Length(m) Beam(m) DWT(,000) CGT(,000)

540

640

672

594

540

1,000

380

420

360

550

504

535

990

588

211

550

580

545

378

200

370

-

385

330

500

510

450

530

500

450

380

360

334

350

-

320

365

450

620

311

215

508

2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31

150

92

104

106

31

76

89

92

96

125

80

100

106

43

135

136

126

59

36

57

-

74

54

80

120

60

133

45

75

55

96

54

56

-

60

80

70

85

47

43

80

36

9,724

8,712

12,340

5,863

5,139

2,574

3,274

2,505

2,083

6,057

71

2,489

1,672

3,425

748

2,995

1,236

4,946

2,247

834

1,596

20

5,082

1,772

2,128

2,956

1,961

1,826

1,133

1,410

2,783

1,029

21

22

807

1,505

8

2,373

1,542

709

574

1,378

516

3,061

2,972

3,796

1,745

856

700

1,899

417

646

1,131

372

657

673

647

259

628

364

1,021

451

377

587

254

1,238

516

452

555

413

290

380

453

670

480

219

241

363

484

109

406

258

375

186

274

233

31

31

50

35

16

30

81

8

14

23

2

37

1

14

16

16

19

18

9

10

13

-

29

31

21

6

17

8

23

-

12

30

-

1

6

21

1

19

8

11

7

15

12

4,336

3,068

5,213

3,850

3,305

2,094

3,266

1,580

1,115

3,098

24

2,336

86

1,299

709

1,428

1,051

2,277

1,358

509

822

-

1,504

1,772

1,687

959

1,083

1,826

928

-

1,008

509

-

12

707

1,247

8

1,076

1,542

356

422

912

413

1,830

1,815

2,490

1,491

584

614

1,899

263

591

890

309

633

99

503

232

628

314

504

430

216

321

-

881

516

412

170

290

290

380

-

236

368

-

140

311

401

109

297

258

236

120

254

173

114

82

92

81

79

101

102

40

42

39

10

85

23

56

78

28

50

49

22

47

32

6

45

58

27

24

55

24

45

15

41

61

8

6

19

40

7

38

20

37

44

17

43

15,210

9,885

10,751

12,321

18,033

8,170

3,712

7,435

3,455

9,107

129

5,187

1,407

6,277

3,682

3,885

4,351

5,537

3,494

3,244

3,560

110

3,169

3,338

4,385

3,943

3,297

6,370

1,672

1,026

3,621

1,730

40

59

3,363

2,490

64

3,677

5,015

1,256

2,517

1,831

2,494

7,656

4,458

4,363

3,302

3,156

2,408

2,257

2,174

1,927

1,563

1,467

1,447

1,424

1,406

1,364

1,304

1,290

1,271

1,122

1,093

1,087

1,015

1,009

974

968

964

926

920

883

875

873

851

844

834

823

811

804

803

801

781

764

752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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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조선산업2016년신조선추정수주현황

“월간 해양과조선”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한 세계

조선산업의 2016년 5월 31일 기준 신조선 추정 수주현황

을 보면 1월 48, 2월 26척, 3월 82척, 4월 27척, 5월 96척 수

주로 총 276척으로 나타나고있다.(그림 4 참조) 

2016년 5월 31일 기준 추정 세계 신조선 수주현황을 보면

총 276척 중 Gas Carrier 20척(1,361,000 CBM), Tanker

Carrier 114척(7,548,470 DWT), Bulker Carrier 40척(8,967,600

DWT), Container Ships 46척(240,900 TEU), Other

vessels(Ferry, Cruise, car carriers, hospital ship, etc.) 56척으로

나타나고있다. (표 8~9 참조)

3. 세계조선산업2016년국가별추정수주현황

“월간 해양과조선”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한 세계

조선산업의 국가별 추정 수주현황을 보면 총 276척 중에

서 한국이 39척, 중국이 128척, 일본이 39척, 기타국가 70척

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국가 신조선 수

주는 주로 RoPax, Ferry, Cruise ship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0참조)

2016년 5월 31일 기준 선박 종류별 추정 수주현황을 보면

총 276척 중에서 한국이 Gas Carrier 9척(892,000 CBM),

Tanker Carrier 29척(1,848,800 DWT), Container Ships 3척

(43,500 TEU)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총 128척 중에

표7. 수주잔량(CGT)으로 본 세계 조선순위(1~95위) (2016년 4월말 기준)   * Source: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한국(군산)

중국(Zhoushan)

중국(Taizhou.)

중국(Zhoushan)

일본(Tsu)

중국(Weihai)

대만(Kaohsiung)

베트남(Nha Trang)

한국(해남)

루마니아(Mangalia)

한국(부산)

한국(고성)

한국(사천)

한국(부산)

중국(Weihai)

현대중공업

Tsuneishi Zhoushan

Taizhou Sanfu 

Zhejiang Ouhua SB 

JMU Tsu Shipyard

AVIC Weihai Shipyard

CSBC(Kaohsiung)

현대비나신

대한조선

대우-망갈리아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SPP 조선해양

대선조선

위해삼진

NO Shipyard Shipyard
Largest Dock Output in 2015 Orders Book for Apr 2016

Ships DWT(,000) CGT(,000) Ships DWT(,000) CGT(,000)Length(m) Beam(m) DWT(,000) CGT(,000)

700

450

600

340

500

389

950

380

345

360

302

-

310

191

320

44

45

46

47

48

49

50

54

55

56

77

81

89

92

95

115

-

78

42

75

50

92

65

75

60

50

-

86

40

160

2,491

1,598

644

772

2,228

462

1,145

821

1,735

911

1,184

560

1,402

487

-

473

385

233

282

377

168

320

311

307

273

619

211

679

212

-

15

17

4

17

10

2

7

14

5

5

4

3

28

8

-

2,491

1,108

216

648

1,243

76

590

750

626

560

510

560

1,402

128

-

473

293

71

269

245

27

278

311

135

171

96

211

679

93

-

18

36

44

34

11

33

21

26

18

18

13

8

11

19

19

4,244

2,419

1,356

1,375

1,506

1,295

1,540

1,496

2,602

2,341

1,121

1,840

647

354

416

682

658

647

636

604

584

575

557

517

512

305

294

253

248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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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세계조선소2014~2015년대비2016년수주량추이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 Shipbrokers 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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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Gas Carrier 3척(82,000 CBM), Tanker Carrier 52척

(3,815,590 DWT), Bulker Carrier 27척(8,097,600 DWT),

Container Ships 38척(189,800 TEU), Other vessels 8척을 수

주한 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은 총 39척 Gas Carrier 7척(349,000 CBM), Tanker

Carrier 15척(1,534,000 DWT), Bulker Carrier 13척(8870,000

DWT), Container Ships 2척(2,200 TEU), Other vessels 2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국가의 경우 총 70

척 중에서 Gas Carrier 1척(338,000 CBM), Tanker Carrier 20

척(350,080 DWT), Container Ships 3척(5,400 TEU), Other

vessels(RoPax, Ferry, Cruise ship, etc.)46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표 11~12 참조)

2016년 5월 31일 기준 한.중.일 월별 종합 추정 신조선 수

주금액을 부면 1월 US$ 1,408 Million, 2월 US$ 681.5

Million, 3월 US$ 3,730 Million, 4월 US$ 468.2 Million, 5월

US$ 3,606 Million 으로 총 US$ 9,893.7 Million으로 나타나

고 있다.

2016년 5월 31일 기준 국가별 추정 신조선 수주금액을 보

면 한국은 총 US$ 2,447 Million 중에서 1월 US$ 182

Million, 2월 US$ 205 Million, 3월 US$ 262 Million, 4월

US$ 75 Million, 5월 US$ 1,723 Million으로 나타나고있다.

중국은 총 US$ 5,962.2 Million 중에서 1월 US$ 873

Million, 2월 US$ 227 Million, 3월 US$ 3,066 Million, 4월

US$ 283.2 Million, 5월 US$ 1,513 Million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일본은 총 US$ 1,484.5 Million 중에서 1월 US$ 353

Million, 2월 US$ 249.5 Million, 3월 US$ 402 Million, 4월

US$ 110 Million, 5월 US$ 370 Million으로 나타나고 있

다.(표 13참조)

2016년 5월 31일 기준 국가별 추정 신조선 수주현황을 보

면 표 14~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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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세계조선소2016년선종별수주현황((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Total 

Division Gas Carrier Tanker Carrier Bulker Carrier Container Ships Other vesse Monthly Total

3

0

1

1

15

20

7

3

30

0

0

40

14

7

1

0

24

46

4

9

16

14

13

56

20

7

31

12

44

114

48

26

79

27

96

276

표9. 세계조선소2016년선종별수주량(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Total 

Division Gas Carrier(CBM/m³) Tanker Carrier(DWT) Bulker Carrier(DWT) Container Ships(TEU)

97,500

0

7,500

84,000

1,172,000

1,361,000

689,610

813,500

2,089,900

770,460

3,185,000

7,548,470

569,000

201,800

8,196,800

0

0

8,967,600

132,200

17,500

2,500

0

88,700

240,900

표10. 한.중.일.기타국가2016년월별수주현황 (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 Shipbrokers 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Country Total

Division S.Korea China Japan Other Country Monthly Total 

4

4

7

1

23

39

12

6

12

2

7

39

9

8

21

16

16

70

23

8

39

8

50

128

48

26

79

27

96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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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한.중.일.기타국가2016년선종별수주현황(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S.Korea

China

Japan

Other Countr

Ships Total

Division Gas Carrier Tanker Carrier Bulker Carrier Container Ships Other vessels Country Total

9

3

7

1

20

0

27

13

0

40

3

38

2

3

46

0

8

2

46

56

27

52

15

20

114

39

128

39

70 

276

표12. 한.중.일.기타국가2016년선박종류별수주량현황(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S.Korea

China

Japan

Other Countr

Total

Division Gas Carrier(CBM/m³) Tanker Carrier(DWT) Bulker Carrier(DWT) Container Ships(TEU)

892,000

82,000

349,000

38,000

1,361,000

1,848,800

3,815,590

1,534,000

350,080

7,548,470

0

8,097,600

870,000

0

8,967,600

43,500

189,800

2,200

5,400

240,900

표13. 한.중.일신조선추정수주금액(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 Unit: US$-Million)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Amount by Country

Division S.Korea China Japan Amount by Monthly

182.00

205.00

262.00

75.00

1,723.00

2,447.00

353.00

249.50

402.00

110.00

370.00

1,484.50

873.00

227.00

3,066.00

283.20

1,513.00

5,962.20

1,408.00

681.50

3,730.00

468.20

3,606.00 

9,893.70

월간용접저널
Welding Journal Korea for Monthly

IISSSSNN:: 22000055--33333399

http://www.welder.or.kr
용접•접합•절단•레이저 관련 분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웰딩코리아가 제공 하겠습니다.

용접.절단.접합분야에 확실한 광고 효과를 원하십니까?

■광고문의: 메탈넷코리아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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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국주요조선소추정신조선수주현황(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INGBO XINLE

Zhejiang Ouhua

Jiangsu New Yangzijiang(YZJ)

Xiamen Shipbuilding(XSI)

Huangpou Wenchong

CSSC Offshore Marine(GSI)

Guangzhou Hangtong

Zhoushan Changhong

Guangzhou Huangpu(CSSC)

AVIC Weihai Shipyard

NACKS

SWS

Yangzijiang Shipbuilding

BEIHAI,

Chengxi Shipyard

CSC Jiangdong

AVIC Weihai

Zhoushan Changhong

COSCO Zhoushan 

Chengxi Shipyard

Jinhai HI 

DSIC Dalian

Weihai Samjin

Zhejiang Shenzhou

Nantong COSCO KHI 

Jiangnan Shipyard 

Shanghai Shipyard

COSCO Zhoushan 

Guangzhou Wenchong

Guangzhou Wenchong

NO Shipyard Monthly 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Prime Shipping

CMA CGM

Pacific International

XIAMEN

Tianjin Southwest

Dynacom

Tianjin Southwest 

Jungerhans Maritime Services

CSSC Shipping

Reederei Nord

Kawasaki Kisen

COSCO Shipping

ICBC Leasing

ICBC Leasing

Winning Int

Ningbo Dayu Shipping

Stena

Shanghai Zhonggu

Aegean Ship Mngt

EKRANK 

John Fredriksen

S1 CAPITAL

Ocean Tankers

Ocean Tankers

K LINE

Hyproc Shipping

Shanghai Zhonggu

CMA CGM 

Tropical Shipping

Tropical Shippinga

Vietnam

France

Singapore

China

HK based

Greece

HK based

Germany

China

Germany

Japan

China

China

China

Singapore

China

Swedis

China

Greece

Sweden

Norway

UK

Singapore

Singapore

Japan

Algeria

China

France

USA

US

4

2

4

1

1

1

2

8

1

7

2

10

6

7

2

6

8

1

4

4

4

6

10

10

2

2

6

6

2

2

Jan

Jan

Jan

Jan

Jan

Jan

Jan

Jan

Feb

Feb

Mar

Mar

Mar

Mar

Mar

Mar

Mar

Mar

Apr

Apr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Total By Vessel of Mar 2016 128 Ships

26,300dwt Tanker Carrier(2+2option)

2,500TEU Container Ship

11,800TEU Container Ship

5,390dwt Tanker Carrier

17,000dwt Asphalt/Bitumen Tanker Carrier

38,000㎥ LNG Gas carriers-Arc7 ice-class 

7,800dwt Asphalt/Bitumen Tanker Carrier

1,000 TEU Container Ship(4+4option)

38,800DWT Bulker carriers

2,500TEU Reefer Container Ship(3+4option)

310,000dwt Tanker Carrier

400,000dwt Bulker carriers

400,000dwt Bulker carriers

400,000dwt Bulker carriers

7,000dwt Small Tanker Carrier

9,800dwt Bulker carriers

930 pax RoPax (4+2+2option)

2,500TEU Reefer Container Ship

113,000dwt Tanker Carrier(2+2option)

18,600dwt Tanker Carrier (2+2option)

320,000dwt Tanker Carrier LOI(2+2option)

72,000dwt Tanker Carrier

11,000dwt Tanker Carrier(4+6option)

11,000dwt Tanker Carrier(4+6option)

300,000dwt Tanker Carrier

12,000cbm Fully Press LPG(1+1option)

2,500teu Container Ship(4+2option)

3,300TEU Reefer Container Ship(4+2option)

1,100teu Container Ship

300teu Container Ship

월간[용접저널] 독자 원고투고 안내
월간용접저널은①용접분야: 용접기, 용접재료, 주변기기, 용접자동화, 관련설비등②절단분야: 프리즈마절단기, 기계식절

단기, 워터젯, 토치등③레이저분야: 레이저용접, 레이저절단, 레이저마킹, 레이저관련주변기기등④조선.해양.항만관련

용접정보⑤금속소재, 금속재료⑥용접.절단관련기계.공구등관련분야의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해보다다양한정보제

공과신제품.신기술, 업계동정& NEWS 부문을대폭증판하여독자에게폭넓은정보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관련업체의 회사이전, 신제품, 신기술, 보도자료 등 기업 홍보를 위한 기사정보를 이메일(E-mail:

ijn1992@hanmail.net)로 보내주시면매체편집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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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일본주요조선소추정신조선수주현황(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kitanihon shipbuilding

Miura Shipbuilding

Onomichi Dockyard

Oshima Shipbuilding

Oshima Shipbuilding

Mitsubishi Heavy

Japan Marine United

Onomichi Dockyard

Oshima Shipbuilding

Onomichi Dockyard

Oshima Shipbuilding

Namura Shipbuilding

Murakami

Namura Shipbuilding

Kawasaki Heavy Industries

Sasebo

Mitsubishi HI 

Kyokuyo

Japan Marine United

Namura 

NO Shipyard Monthly 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Doun Kisen

Nippon Gas Line 

Eastern Pacific

Yusen Kaisha (NYK Line)

Foremost Maritime

Kinkai Yusen Kaisha

Kyoei Tanker

Global Energy Maritime

U-Ming Marine Transport

FairfieldMaxwell

Fednav

Axion Energy

Wisdom Marine

Angelakos

K LINE

K LINE

Nissen Kaiun K.K.

Kotoku Kaiun

NYK

Wisdom Marine

Japan

Japan

Singapore

Japan

USA

Japan

Japan

Scotland

Taiwan

USA

Canadian

Greece

Taiwan

Greece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Taiwan

2

1

2

1

6

2

1

1

2

1

4

2

1

2

2

2

2

2

2

1

Jan

Jan

Jan

Jan

Jan

Feb

Feb

Feb

Feb

Mar

Mar

Mar

Mar

Mar

Mar

Apr

May

May

May

May

Total By Vessel of Mar 2016 39 Ships

38,500dwt Chemical Tanker Carrier

1,500㎥Gas carriers

49,000DWT MR2 Tanker Carrier

65,000DWT Wood-chip Carrier

84,000DWT Bulker carriers

6,300pax RoRo ship - 100 cars

311,000dwt VLCC

80,000dwt Tanker Carrier

81,500DWT Bulker carriers

49,800dwt Tanker Carrier-Declared option

34,500DWT Bulker carriers

115,000dwt Tanker Carrier

7,500㎥Gas carriers

115,000dwt Tanker Carrier

115,000dwt Tanker Carrier

115,000dwt Tanker Carrier

83,000cbm(51,000dwt) Gas carriers

1,100teu(12,000dwt) Container Ships

84,000cbm VLGC 

6,000cbm Gas carriers

용접저널
Welding Journal Korea for Monthly

월간 용접저널은 용접기, 용접설비, 용접자동화 및 절단설비, 레이저

관련설비, 용접재료, 용접기자재, 용접주변기기 등 용접산업 관련분야

전문잡지입니다.

월간[용접저널]는구매자와생산자간의마케팅수요를창출하고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용접.절단.레이저 설비산업관련신제품, 신기술, 업계동정, 업
체정보, 통계 및 현황자료등을함께제공하고있어귀사의제품홍보에이
용하시면충분한효과를얻으실수가있습니다. 

광고문의: 메탈넷코리아 TTeell:: 0022--33228811--55003377

http://www.weld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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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 Newbuilding orders

표 16. 기타해외주요조선소추정신조선수주현황 (신조선옵션포함- 2016년5월31일기준)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Lotos Shipyard 

Lotos Shipyard 

Meyer Werft

Vigor Shipyards

Arctech Helsinki 

STX France

Uljanik

LaNaval

Batamec Shipyard

Batamec Shipyard

PT Multi Ocean

PT Daya Radar Utama

PT Anggrek Hitam,

Pha Rung Shipyard

Pha Rung Shipyard

Ben Thuy

Uljanik

Selah

Selah

Fincantieri

Fincantieri

Fincantieri

Krasnoye Sornovo

STX, France

Strategic Marine

Fincantieri

Fincantieri

Fincantieri

LLOYD WERFT

LLOYD WERFT

Flensburger SB 

Flensburger SB 

Ast. Gondan

CSBC CORP.

STX France

STX France

NO Shipyard Monthly 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TRANSPETROCHART

VOLGATRANS

Saga Cruises

Washington State Ferries

Dynacom

MSC

Scenic Group

Balearia

Indonesian

unknown Indonesian

Pertamina

Pertamina

Pertamina

BS Shipping

Y-Entec

Hiep Phuoc Transport

Cobelfret (CLdN) 

Atlantik Denizcilik

Atlantik Denizcilik

Regent Seven Seas Cruises

Carnival Corporation

Carnival Corporation

undisclosed Azerbaijani

MSC

Rederij Doeksen

Costa Crociere

P&O

Princess Cruises

STAR CRUISES 

CRYSTAL CRUISES

Siem Industries

Irish Ferries

Naviera Nabia 

PREVALENCE HOLDINGS 

Royal Caribbean

Royal Caribbean

Russia

Russia

UK

USA

Greece

UK

Germany

Spain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Korea

Korea

Vietnam

Luxembourg

Turkey

Turkey

USA

USA

USA

Russia

Italian

Dutch

Italian

Australian

USA

Hong ong

USA

NOR

IRL

Spain

Taiwan

USA

USA

2

2

2

2

1

2

1

2

2

1

3

3

2

2

1

2

6

1

1

1

2

2

2

2

2

2

1

2

2

1

4

2

1

3

2

1

Jan

Jan

Jan

Jan

Jan

Feb

Feb

Feb

Feb

Feb

Mar

Mar

Mar

Mar

Mar

Mar

Mar

Mar

Mar

Apr

Apr

Apr

Apr

Apr

Apr

Apr

Apr

Apr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Total By Vessel of Mar 2016 70 Ships

8,000dwt Tanker Carrier

6,710dwt Tanker Carrier

55,900GT Cruise Ships(1+1option)

RoPax.Capacity of 1,500 passengers.

38,000㎥ LNG Gas carriers-Arc7 ice-class 

6,300 pax Cruise Ships

cruise ship - LOA 165m

ferry(1+1option)

1,200 GT Passenger/Car Ferries

6,500DWT Product Tanker

17,5000dwt Tanker Carrier

17,5000dwt Tanker Carrier

17,5000dwt Tanker Carrier

6,500DWT Small Tanker Carrier - IMO-II

6,500DWT Small Tanker Carrier - IMO-II

4,000DWT MPP/ Container carriers

18,000DWT RO RO(2+4option)

5,600DWT Small Tanker Carrie

13,5000dwt Tanker Carrier

54,000gt Cruises

135,500gt Cruises

143,700gt Cruises

7,030dwt Tanker Carrier

RoPax 5,400 pax

RoPax 600 pax 

RoPax 4,200 pax

RoPax 4,200 pax

3,560 pax

5,000 pax Cruise ships

1,000 pax Cruise ships

15,000DWT RoPax

10,000DWT RoPax

Fast Ferry Catamaran. 250 passengers

1,800teu Container Ship(2+1option)

Egde-class ship. 2,900 passengers - LOI

Oasis-class ship. 6,360 passengers - 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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