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우앤이-Tape  2016.8.8 11:32 AM  페이지1    Apogee



Aug, 2016.  Volume No. 95

2016년8월/ 통권95호(합본113호)

Contents

Welding Journal Monthly

58 6022

■잡 지 명:월간용접저널
■등록번호: 구로라-00030

■ ISSN NO : ISSN 2005-3339

■등 록 일: 2008년4월28일

■발 행 일: 매월5일

■발행.편집인 : 김가람

■총괄CEO: 김흥복(ijn1992@hanmail.net)

■편 집 장: 임숙희(marinekorea@hanmail.net)

■취재기자: 김가람(weldingnews@hanmail.net)

김슬기(metalnews@hanmail.net)

■광고총괄: 신용석CEO(mwpkorea@hanmail.net)

■Web Site : http://www.welder.or.kr

■발 행 처: 메탈넷코리아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7길36  

이스페이스310호(우편번호: 0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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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weldingnews@hanmail.net

■출력실: 우성사

■인쇄소: (주)한빛인쇄

■정 가: 권당8,000원(년간정기구독료80,000원)

주 의: 월간 용접저널에 게재된 기사와 자료는 INN(아이엔엔)의 정

보자료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제,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금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자료를 사용시에는 사전에 본지로 부터

허락을 득한 후 자료 출처를 기록하시고 사용 하시길 바랍니다.

월간 용접저널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로서 윤리

강령및잡지윤리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22

28

38

58

66

80

*Technology of Welding

신개념용접방식100여년용접기술의독일클루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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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Hardness Tester
철강/주물/열처리/비철금속/대형금속재료측정용철강/주물/열처리/비철금속/대형금속재료측정용

휴대용디지털경도시험기휴대용디지털경도시험기

DHT-100 Serise Portable Hardness Tester DHT-300 Serise Portable Hardness Tester

DHT-200 Serise Portable Hardness Tester

DHT-300 DL-Type

DHT-300 D-Type

DHT-100 G-Type 주물전용 DHT-100 D-Type 

DHT-300 C-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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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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용접시장을주도하는혁신적 독일기업, 클루스!

100년의역사! 용접품질을자랑하는독일CLOOS 용접기

세계용접시장을주도하는혁신적 독일기업, 클루스!

QINEO PULSE 용접기 QINEO Qintron 용접기 Narrow Gap Welding QINEO Pulse CO2용접전경

•박판.증판및후판소재용접
•균일한아크와낮은입열, 고용착율
•순수CO2수동, 자동용접, 보수용접
•MIG 브레이징용접
•큰편차에서도우수한틈새보정력
•빠른용접속도에서도깊은용입
•완벽한측면이음과고품질의용접성

•표준갭(Cap) 깊이: 300mm
•갭(Cap) 너비(위빙): 19~22(24)mm
•회전각동: 360도
•스워드치수(나비/길이): 16/30mm
•용착량: Up to 11Kg/h
•무게(Weight): 12Kg
•Control Weld, Speed Weld, Rapid Weld

QINEO PULSE 용접기는 Control Weld 프로세
스 기능으로 박판용접에 균일한 아크를 제공
하며자동차, 백색가전에서부터 Rapid Weld
프로세스로증판및후판소재인철구건설, 조
선, 컨테이너, 석유화학플랜트, 중공업분야에
널리사용됩니다. 특히, Duo Pulse 프로세스는
용접 가능한 모든소재에서 수동 및 자동용접
이 가능하며 최적 갭(간격) 연결로 신뢰할수
있는용접품질을보장합니다.

〠한대의용접기로네가지의다른용
접프로세스가가능한다목적용접기
를찾으세요?
QINEO Qintron이그해결책입니다.
•MIG/MAG 용접 •DC TIG 용접
•피복아크용접, •가우징기능
- Qintron 400[A], 500[A], 600[A]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 50 

SK테크노파크메카존 613호

Tel: 055-266-1680   Fax: 055-266-1682
E-mail: info@cloos.kr
http://www.cloos.de/english

■부산.경남총판: 내쇼날시스템(주)
TEL: 051-305-4030    
Fax: 051-305-4036

전국전국 판매점판매점 모집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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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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화성시마도면백곡리86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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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010-6354-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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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판의 아크 용접 시 토치의 접근성 및 확실한 측벽 용입

확보를 위해 V형태의 용접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는 후판

용접부위에 V형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

가공을 해야 하며, 그 결과 용접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된다. 통상적으로 V그루브 아크 용접 작업을해

왔지만, 결국 비용과 시간이필요이상으로소모되었다. 

클루스코리아에서는 MAG 용접 기술의 일환으로 후판

용접에 혁신적인 신기술로, 후판 용접 시 필요한 V 그루

브 개선 없이 용접이 가능한 독일 클루스의 내로갭 용접

기와기술을선보였다. 

틈새가 좁다는 뜻을 가진 내로 갭 용접은 의미 그대로 후

판의 두께가 35mm 이상이고, 용접 갭의 너비가 25mm 이

22 월간용접저널 2016. 8          

신개념용접방식100여년용접기술의독일클루스의내로갭용접한국시장에상륙
클루스코리아 대표이 학 근

클루스코리아(대표이학근)는 2016년 5월 25일인천국제용접전에서신개념용접방식 100여년용접기술의독일클

루스의내로갭용접기술(Narrow Gap Welding Technology) 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이참

가하여기존 V 형태의개선이필요없는새로운용접기술Narrow Gap Welding의큰관심을가졌으며질의응답시

간에는열띤토론이이루지기도하였다. 

월간용접저널8월호에서는내로갭용접기술(Narrow Gap Welding Technology)을소개한다.

Technology of Welding

취재·정리 / 김가람기자(Kim Ga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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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되면 I 형태 용접이 바로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V형

태 대비 1/3 수준으로 용접 면적이 축소 되며. 용접시간이

현저히 감소된다. 또한, 개선 가공에 소요되는 절단비용과

더불어 용접와이어, 쉴딩 가스, 설비의 가동시간, 전력소

비량 등 용접 시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들이 적게 들어 최

대 65%의 생산 단가가절감된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용접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있

는 것이 아니다. V 그루브에서 200패스 정도 걸리는 용접

이 내로갭을 이용한 I 그루브 용접이면 25패스로 줄어든

다. 용접 층이 줄어 들면서 용접 시 발생 할 수 있는 용접

결함 확률이 줄어 들기 때문에 용접 중에 발생하는 입열

량이 적어져서 소재 내부의 응력이나 용접변형이 감소하

게 되는 기술향상으로 결과적으로 기존의 V 그루브 형태

Technology of Welding

2016. 8 월간 용접저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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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접 보다는 기계적 특성이 더 좋은 용접품질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로봇전용 용접으로서 자동화에 용이

하며, 장시간 아크 지속이가능하다.

이처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내로갭 토치는 로봇

전용 장비로서 용접 와이어 위빙 장치와 차페가스, 와이

어 피딩 그리고 스워드 파트로 이루어져 후판 용접에 최

적화되어있다. 

그 중 내로갭 용접의 핵심 기술은 토치유닛에서 길게 돌

출된 스워드 혹은 블레이드 파트라 할 수 있다. 토치유닛

은 로봇 팔에 고정되고, 토치유닛 내부에 와이어 위빙 전

용 구동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용접중 토치유닛은 움

직이지 않으나 블레이드 내부를 통해 완벽한 측벽 용입

을 위해 와이어만 자동으로 360°각도 범위 내에서 위빙

을 한다. 추가적으로 블레이드는 차폐가스와 냉각수까지

공급하는역할을한다.

기존의 자동 용접방식은 토치가 위빙하여 아크가 닿는

위치에 수직으로 이루어져 위치제어가 불가했다. 하지만,

내로갭 토치는 위빙 장치에서 아크표면까지 와이어가 내

려와서 스스로 위빙을 하는 다이나믹 방식을 적용하여

높이가 300mm까지 진입이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사이드

월 조인트 용입에 최적화 되어 모든 지점에서 완벽한 용

접을보장한다.

와이어는 전/후진 180도 이동 가능하며, 아크센싱 기술을

통한 갭 중앙부를 기준으로 용접심 추적이 가능하다. 이

는 용접 중에 위빙 시 좌/a우 측벽에서 획득된 각각의 전

류 값을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좌/우 측벽의 중심을 기준

으로 용접경로를 형성 시키기 때문에 확실한 용접경로

추적이 가능하다. 내로갭 용접은 자동화 용접으로써 로봇

과 통신하는 인터페이스 장치가 구성되어 있고, 위빙 폭

및 속도를 비롯한 용접속도, 전류, 전압 등 모든 용접 파

라미터 조절은 로봇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며, 특히 용접

중에도 실시간으로 파라미터를 손쉽게 조절, 최적화할 수

있다.

기술적 상세사양은 표준 깊이가 300mm까지 진입이(높

이) 가능하며, 위빙은 19~22mm 최대 24mm까지 가능하

고, 헤드의 무게는 12kg이며 회전각은 360도 전체가 된다.

블레이드의 넓이와 길이는 16/30mm 이며, 최대 용착량은

시간당 11kg까지 가능하다.

또한, 위빙기술은 360도내에서 필요한 각도만큼 오실레이

팅이 가능하며, 위빙 속도를 느리게 또는 빠르게 등 로봇

의 티치 펜던트에서 자유자제로 쉽게 조절 및 제어가 가

Technology of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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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측벽에 머물러 있는 체류 시간 등 모든 파라미터

조절은완성된로봇프로그램에서자동적으로제어된다. 

이와 같이 내로갭 용접은 후판 용접에 최적화 되어있다.

용접할 위치가 높은 석유 화학 플랜트 분야 및 파이프 제

작라인, 탱크 저장용기, 컨테이너 제작공정과 건설장비에

들어가는 롤러, 조선소, 풍력발전, 건설기계, 대형트럭, 농

기계나 방산기술 분야 등 최소 35mm 이상 되는 두께의

용접에 적용 되며, 용접로봇으로 직경이 250~500mm 열

교환기 케이스의 슬리브 노즐에 용접이 가능하다. 현재

터빈 하우징의 개별 부품의 직경이 4.6m이고 제작 된 구

조물로 강판의 두께가 100mm까지 있는 독일 지멘스사의

대형 터빈 하우징 제작공정이 현재까지 가장 확대 적용

되고있는경우라고하겠다. 

독일업체인 클루스는 1919년도에 설립된 용접기 및 자동

화 용접 등 아크용접에 관해서 만큼은 토탈 솔루션 제공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아크용접의 용접설비 분야의 세

계적 선도기업이다.  Co2용접기와 탄뎀용접 기술을 세계

최초로 소개 하였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독일 용접협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

져온 용접기술의 선두적 핵심 업체이다. 또한, 많은 신기

술 중 아크센싱을 전세계에서 업계 최초로 적용 하였으

며, 이러한 클루스의 아크 테크놀로지는 많은 아크 용접

분야에 적용 되었다. 용접 자동화를 위해 70년 후반부터

클루스 자체 브랜드의 로봇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는 최

대 36축까지 동시 제어 가능한 모션 컨트롤 기술력을 기

반으로 탁월한 로봇기술도 유감없이 보여준다. 용접 로봇

부터 로봇 이동장치 및 제품 이동을 위한 포지셔너까지

한 업체에서 제작하는 100여년된 업체로서 수 많은 신기

술을 바탕으로 아크용접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갖춘 명

실상부한용접분야의세계최고의회사이다.

클루스 코리아는 독일 클루스가 확보한 많은 최신기술과

다양한 용접 프로세서 등이 필요한 국내 유저들과 좀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의 사

소한 요청에도 언제라도 달려가 도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신의를 바탕으로 신규 고객과의 모든 노력을 기

꺼히다할각오를밝혔다.

■문 의: 클루스코리아 ☎ 055-266-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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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조선업계는연이은악재로매우침울한소식만을전하고있다.물론이같은현상은세계조선경기의침체탓이기

는하지만, 그동안승승장구하던국내조선업체들이상상할수없었던상황이지속되고있다.

더큰문제는조선산업은관련산업이많은만큼관련된산업들이함께타격을받게되면서산업전반에서어려움을호

소하고있는실정으로이어지고있다는것이다. 특히조선산업의불황으로조선업체가밀집해있는울산과거제그리

고영암지역은경제가휘청거린다는소식이지속적으로전해지고있다.

물론조선산업의침체가국내에한하지않고세계조선업계의공통적인고민이기도하다. 한외신매체에의하면전세

계조선소중에2016년에200여개의조선소가폐업될것이라전망하기도했다.

2016년상반기국내조선업체들이수주한신조선추이를추정해보면총51척으로, 2015년같은기간248척에비해

20%수준이고, 2014년같은기간292척에비하면17% 수준이다. 이는월간“해양과조선”이창간한2008년이후최

악의실적이기도하지만, 역대최저수준의실적이기도하다.

그나마다행이라면지난달그리스에서개최된박람회에서국내업체들이총력을기울여대우조선해양과성동조선해

양이수주소식을알려왔다는것이다. 하반기에도아직뚜렷한회복세를보이지못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조선산업

이속히활력을되찾을수있기를기원해본다.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등을근거
로작성된것으로, 타자료와는상이할수있다는점을밝혀둔다.

2016 상반기조선산업, 역대최저수주실적기록
World newbuilding orders and order status Report 2016
“월간해양과조선”2008년창간-수주통계이래최악의수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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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6년상반기국내주요조선산업현황

1. 국내조선산업2016년신조선추정수주현황

“월간 해양과조선”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한 국내

조선산업의 2016년 5월 31일까지 신조선 추정 수주는 51

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월 4척, 2월 4척, 3월 7척, 4월 1

척, 5월 23척, 6월 12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그림 1 참조) 

2016년 상반기 국내 조선업체의 신조선 추정 수주는 51척

으로 2014년 동기간 292척의 17% 수준이고 2015년 동기간

248척의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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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 6월

Gas Carrier 4척(720,000 CBM), Tanker Carrier 8척(1,575,400

DWT)을 수주한 것으로나타나고있다.(표 1 ~ 2 참조)

2016년 상반기 국내 신조선 선종별 수주량은 총 51척 중

Gas Carrier 13척(1,612,000 CBM), Tanker Carrier 35척

(3,424,200 DWT), Container Ship 3척(43,500 TEU), Other

vessels(3천톤급 잠수함) 2척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는 2014년 동기간 대비 18%수준이고 2015년 동기간

대비 20% 수준으로 나타나고있다.(그림 3 참조)

2016년 상반기 국내 조선산업의 신조선 수주금액을 보면

Gas Carrier US$ 1,755 Million, Tanker Carrier US$ 1,548

Million, Container Ship US$ 390 Million으로 총 US$ 3,693

2016. 8 월간 용접저널 29

World's Newbuil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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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그림2. 과거년도대비2016년상반기선종별추정수주수량비교(옵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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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내조선소선종별수주현황(옵션포함- 2016년6월30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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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4

13 0

3

3 0

4

4

7

12

8

35

4

4

7

1

23

12

51

표2. 국내조선소선종별수주량추이((신조선옵션포함- 2016년6월30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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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84,000

808,000

720,000

1,612,000

342,000

416,000

437,800

0

653,000

1,575,400

3,424,200

0

0

0

0

0

0

0

0

0

0

0

43,500

0

43,500

그림3. 과거동기간대비2016년상반기선종별추정수주량추이(옵션포함)

그림4. 2015년대비2016 상반기추정수주금액(옵션포함 / Unit: US$-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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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국내조선업체2016년추정신조선수주현황(신조선옵션포함- 옵션행사제외)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Million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동

기간 US$ 22,766.1 Million 대비 16% 수준으로 극심한 수

주가뭄현상을보여주고있다. (그림 4 참조)

2. 국내2016년상반기신조선추정수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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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있다.

대우조선해양은 Gas Carrier 4척(720,000 CBM), Tanker

Carrier 4척(1,275,400 DWT)를 수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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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고 있으며 성동조선해양은 75,000dwt VLCC Tanker

Carrier 4척(2+2option) 300,000 DWT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

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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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표 3-5 참조) 

표3. 국내조선업체선종별수주현황 (신조선옵션포함- 2016년6월30일기준)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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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3 0

3

3 0

8

4

6

4

2

8

3

35

13

8

0

13

0

0

4

0

2

8

0

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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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국내조선업체선종별수주량(신조선옵션포함- 2016년6월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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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00

88,000

1,612,000

1,266,000

1,275,400

280,000

300,000

230,000

53,000

19,800

3,424,200

0

0

0

0

0

0

0

0

0

0

0

0

0

43,500

43,500

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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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국내조선업체선종별추정수주량 (신조선옵션포함- 옵션행사제외)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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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국내조선업체추정신조선수주현황 (신조선옵션포함- 2016년6월30일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Daesun

HHI

HMD

HHI

HMD-Vinashin

Yeunsoo Heavy

HHI

HHI

HMD

HMD

HMD

Dae Sun 

Dae Sun 

Dae Sun 

Daehan

HHI

HHI

DSME

DSME

SU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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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n Gas

Maran Tankers

Tsakos

Norway

Greece

Australia

Turkey

Latvian

Korea

Kuwait

HongKong

Greece

Greece

Iranian

Korea

Korea

Korea

Greece

Kuwait

Korea

Greece

Greece

Greece

2

2

2

2

2

3

2

1

4

2

3

1

2

3

2

2

4

4

4

4

Jan

Jan

Feb

Feb

Mar

Mar

Mar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Jun

Jun

Jun

Total By Volume of May 201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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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00cbm LNG Gas Carrier(2+2option)

318,850dwt VLCC Tanker Carrier(2+2option)

75,000dwt Tanker Carrier(2+2option)

원고(보도자료)를 보내주세요

월간 해양과조선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도자료를통한언론플레이는기업의경쟁력입니다. 

월간[해양과조선] 독자원고투고안내

원고보내실곳:메탈넷코리아 매체사업부문

E-mail: ijn1992@hanmail.net

서울시구로구구로 3동 212-26 E-Space 310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원고마감일: 매월 15일

월간 [해양과조선]에서는 조선, 해양, 항만, 물류, 조선기자재, 조선엔지니어링,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장비

시스템, 해양건설, 해양탐사, 선박&해양자동화 & 제어기술, 유체기술, 해양장비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조선 및 해양산업 관련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신제품.신기술, 업계동정

& NEWS 부문을대폭증판하여독자에게폭넓은정보를제공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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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n1992@yahoo.co.kr)로 보내주시면매체편집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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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각조선소(야드)의총수주잔량 (2016년5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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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9

2

4

2

3

2

6

2

3

3

4

6

1

2

2

5

3

2

2

1

2

1

1

2

1

2

4

1

South Korea

South Korea

Japan

South Korea

China

China

China

South Korea

Japan

China

China

Germany

South Korea

Italy

Japan

China

South Korea

Japan

Japan

Japan

Japan

China

Japan

China

South Korea

China

China

China

Japan

China

Other (301groups) 

TOTAL (331groups) 

128

178

243

95

126

80

152

123

70

51

116

19

55

20

103

42

40

87

73

26

56

50

72

30

41

50

24

47

49

47

2,060

4,358

16,833

25,737

22,247

10,433

11,715

18,092

10,544

4,951

9,088

4,651

7,651

211

5,172

107

6.453

8.968

4.856

2.802

6,522

1,421

6,277

4,351

3,705

4,937

4,482

2,399

3,943

3,163

4,119

4,022

61,757

280,711

7,943

7,814

6,952

4,737

3,303

3,177

2,801

2,742

2,465

2,405

2,325

2,299

2,094

1.964

1,783

1,695

1,581

1,487

1,485

1,461

1,406

1,289

1,211

1,059

1,059

1,008

964

948

976

946

28,380

101,625

Daewoo(DSME) 

Hyundai HI 

Imabari Shipbuilding

Samsung HI 

Yangzijiang Holdings 

Shanghai Waigaoqiao 

Tsuneishi Holdings  

Hyundai Mipo

Japan Marine United 

Hudong Zhonghua 

CSSC Offshore Marine

Meyer Neptun 

STX Offshore & SB 

Fincantieri 

Oshima S.B. Co. 

DSIC Group

HHIC 

Shin Kurushima Group

Namura Zosensho 

Mitsubishi H.I.

New Century SB Group

CIC(Jianqsu)

Onomichi Dockyd

Nantong COSCO KHI

Sungdong SB 

Yangfan Group  

HNA Group

Jiangsu Hantong HI

Mitsui Eng & SB

Chengxi Shipyd.

II. 2016년세계주요조선산업현황

1. 2016년5월말기준수주잔량통계

영국 조선ㆍ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World Shipyard

Monitor 자료를 참고해 보면 2016년 4월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이 101,680CGT 에서 5월말 101,625CGT로 줄어 든 것

에 반해 수주척수는 4,323척에서 4,358척 소폭 증가했다.

이는 대체적으로 일본업체들의 수주가 전체 척수에 영향

을 미친것으로보인다.

또한 클락슨 자료를 토대로 세계 50위권 업체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10위권 안에 든 한국업체는 총 4개 업체로 나타

나고 있고, 중국 4개 업체, 일본 2개 업체 순으로 나타나

일본업체들이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한국업체들의 수주잔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업체들은 수주잔량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수주잔량에서도 현대중공

업을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있다. (표6~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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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옥포)

한국(거제)

한국(울산)

중국(Shanghai)

한국(삼호)

중국(Taizhou)

한국(울산)

일본(Saijo)

중국 (Shanghai)

일본(Oshima)

중국 (Dalian)

독일(Papenburg)

일본(Nagasaki)

중국(Jingjiang)

일본(Hiroshima)

일본(Imabari)

필리핀(Subic Bay)

중국(Jiangdu)

중국(Nantong)

한국(통영)

중국(Guangzhou)

일본(Marugame)

필리핀(Cebu)

중국(Zhoushan)

일본(Onomich)

한국(진해)

중국(Wuxi)

중국(Qingdao)

중국(Zhoushan)

일본(Onishi)

일본(Imari)

일본(Sakaide)

일본(Numakuma)

중국(Zhoushan)

중국(Guangzhou)

이탈리아(Marghera)

프랑스(Nazaire)

필란드(Turku)

중국(Taixing)

일본(Kumamoto)

중국(Nanjing)

중국(Taizhou)

이탈리아(Monfalcone)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hanghai Waigaoqiao

현대삼호조선

Jiangsu New YZJ 

현대미포조선

Imabari SB Saijo

Hudong Zhonghua

Oshima S.B. Co. 

Dalian Shipbuilding

Meyer Werft

MHI Nagasaki

New Times S.B. 

Imabari SB Hiroshima

Imabari Shipbuilding

HHIC-Phil. Inc. 

CIC (Jiangsu) 

Nantong Cosco KHI 

성동조선해양

CSSC Offshore Marine

Imabari SB Marugame

Tsuneishi Cebu

Jinhai Heavy Ind 

Onomichi Dockyd

STX 조선해양

Chengxi Shipyd. 

Beihai Shipyard

Tsuneishi Zhoushan

Shin Kurushima

Namura Shipbuilding 

Kawasaki HI Sakaide

Tsuneishi Zosen

Zhejiang Yangfan

Huangpu Wenchong

Fincantieri Marghera

STX 프랑스

Meyer Turku

Yangzi Xinfu S.B

JMU Ariake Shipyard

CSC Jinling Shipyard

Taizhou Kouan SB

Fincantieri Monfa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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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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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640

672

540

594

1,000

380

420

360

535

550

504

990

588

378

211

550

580

500

545

200

370

450

510

215

385

330

530

450

311

450

450

380

500

360

334

-

365

-

620

320

2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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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92

106

104

31

76

89

92

80

96

125

100

106

59

43

135

136

80

126

36

57

60

120

43

74

54

133

-

47

70

75

55

45

96

54

-

80

-

85

60

36

56

9,723

8,712

12,340

5,140

5,863

2,574

3,274

2,505

2,083

2,489

6,057

71

1,672

3,425

2,247

748

2,995

1,236

2,128

4,946

834

1,596

1,961

2,956

574

5,082

1,772

1,826

1,598

709

2,373

1,410

2,783

1,135

1,029

21

20

8

807

1,542

1,505

516

22

3,061

2,972

3,796

856

1,745

700

1,899

417

646

657

1,131

372

673

647

451

259

628

364

452

1,021

377

587

413

555

186

1,238

516

290

385

375

406

453

670

379

480

219

254

109

363

258

485

233

241

31

31

50

16

35

30

81

8

14

37

23

2

1

14

9

16

16

19

21

18

10

13

17

6

7

29

31

8

17

11

19

-

12

23

30

-

-

1

6

8

21

12

1

4,336

3,068

5,213

3,306

3,850

2,094

3,266

1,580

1,114

2,336

3,097

24

86

1,299

1,358

709

1,428

1,051

1,687

2,276

509

822

1,083

959

422

1,504

1,772

1,826

1,108

356

1,076

-

1,008

928

510

-

-

8

707

1,542

1,243

416

12

1,830

1,815

2,490

585

1,491

614

1,899

263

591

633

890

309

99

503

430

232

628

314

412

504

216

321

290

170

120

881

516

290

293

236

297

-

236

379

368

-

-

109

311

258

400

172

140

111

81

91

78

71

101

101

38

41

103

37

10

23

56

28

80

28

50

30

41

45

33

60

24

53

41

54

24

51

43

40

15

41

43

60

8

5

7

18

19

36

43

5

14,607

9,733

10,903

17,732

11,049

8,170

3,581

7,001

3,359

6,453

8,718

129

1,407

6,277

4,478

3,783

3,885

4,351

4,937

4,482

3,082

3,590

3,662

3,943

3,063

2,837

3,222

6,370

3,260

1,596

4,230

1,026

3,621

1,569

1,682

40

95

64

3,248

4,833

2,265

2,494

44

7,478

4,397

4,335

3,114

2,872

2,408

2,228

2,104

1,845

1,783

1,489

1,467

1,424

1,406

1,404

1,395

1,304

1,289

1,059

1,048

1,046

1,027

1,022

964

934

926

925

925

906

888

886

875

873

852

851

844

824

804

771

770

726

725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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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수주잔량(CGT)으로 본 세계 조선순위(1~98위 - 2016년 5월말 기준)   * Source: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일본(Kure-Shi)

일본(Tsu)

한국(군산)

중국(Zhoushan)

중국(Dalian)

중국(Weihai)

중국(Shanghai)

베트남(Nha Trang)

한국(해남)

루마니아(Mangalia)

한국(고성)

한국(부산)

한국(사천)

한국(부산)

중국(Weihai)

JMU Kure Shipyard

JMU Tsu Shipyard

현대중공업

Zhejiang Ouhua SB 

Dalian COSCO KHI

AVIC Weihai Shipyard

SCS Shipbuilding

현대비나신

대한조선

대우-망갈리아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PP 조선해양

대선조선

위해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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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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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500

700

340

700

389

520

380

345

360

-

302

310

191

320

44

45

46

47

48

49

50

52

54

55

80

86

92

95

98

80

75

115

42

80

50

106

65

75

60

-

50

86

40

160

1,378

2,230

2,491

772

1,037

462

2,970

821

1,735

911

560

1,184

1,402

487

-

274

377

473

282

177

168

461

311

307

273

211

619

679

212

-

15

10

15

17

6

2

2

14

5

5

3

4

28

8

-

911

1,243

2,491

649

618

76

221

750

626

560

560

510

1,402

128

-

254

245

473

269

130

27

92

311

135

171

211

96

679

93

-

15

13

16

32

19

32

10

24

17

17

8

12

11

19

19

1,632

1,616

3,785

1,328

2,683

1,257

1,293

1,370

2,487

2,226

1,840

971

647

342

416

674

662

607

604

582

571

559

514

492

465

294

277

253

241

217

36 월간용접저널 2016. 8      

Monthly Orders Report

Marine and Shipbuilding Monthly is leading the future of Korean Marine

and Shipbuilding industry as Top No. 1.

Press Releases provided in the "Marine and Shipbuilding for Monthly" is available at the

same time http://www.shipbuilding.or.kr and SNS(Social Network Service).

To the World, To the Future, To the Ocean, To the Korea!
Marine & Shipbuilding for Monthly 

<Marine and Shipbuilding Monthly> provides a wide rage of general information and statistics regarding
shipbuilding, marine, port, distribution, marine equipment, off-shore plant, marine construction, marine
exploration, shipbuilding and marine automation control technology, fluid technology, control devices, software,
hardware and so on in order to develop shipbuilding and marine industry and als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Do you want to promote your company in Korean Marine and Shipbuilding industry?

■Metal Network Korea Company  TEL: +82-2-3281-5037 FAX: +82-2-3281-0280 

⇨Korean language: http://www.shipbuilding.or.kr ⇨ English language: http://www.shipbuilding.me

28-36 2Q국내수주-KR  2016.8.8 12:26 PM  페이지9    Apogee



37 smk2016  2016.8.8 12:28 PM  페이지1    Apogee



세계경기침체상황을해외건설역시피해가지못하고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1일업계에따르면국내대형건설사

들의상반기해외건설수주액은12조6216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20조5934억원보다38.7%감소했다고밝혔다.

주요10대건설사들의올해목표수주금액은총62조원에달했지만6개월간수주액이목표액의5분이1수준에그치며시름이

깊어지고있는모양세다.

그동안수주실적이매우좋았던아시아지역에서의수주가가장많이줄었고, 최대공종인플랜트수주는절반으로줄어들었다.

지난해에도2014년대비70%수주에그친해외건설은올해에는이보다더저조한실적을거두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는중동시장수주축소가가장큰영향을받게된것이고, 여기에아시아시장의발주형태가변하고있는영향도있는것으로

보이고있다.

또한이미알려진대로유가하락과글로벌경기위축등으로신규수주가이어지고있지않기때문이다.

일부긍정적인전망으로는대체적으로해외수주는하반기에집중되는특성을보이고있다는점과, 이란시장을긍정적으로바라

보는시선이지만, 아직해결해야하는과제가많이남아있어이시장이아직은많은변수를가져올것으로보인다.

특히정부의적극적인해외수주지원이영향을받을것이라기대를모았으나, 그역시만족할만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현재로서는정부와업계의바람대로이란시장의수주가물꼬가트이게되면상반기부진했던해외건설수주실적을조금은만회

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그것이유일한대안일수밖에없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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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수주실적, 전년대비38.7% 감소한12조6216억원에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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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선ㆍ해양동정 및이모저모
1. 대우조선해양동정

(1) 대우조선해양, 자재 위치관리 시스템 개발로 첨단

스마트조선소도약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자

재를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스마트 태그(Smart Tag)’를 독자 개발하는데 성

공했다. 조선소는 다양한 자재들과 생산지원도구를 사용

하는데 그 위치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필요한 자재를 찾

고 이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인

력이소비된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한 척을 건조하는데 들어가

는 철판 조각만 약 10만개로 선박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의장품(배관, 기계장비 등)까지 합치면 수백만 개에 달하

는 자재와 도구가 여의도 1.5배 면적(460만㎡ / 140만평)

인 옥포조선소를 오가며 생산 현장에 투입된다. 이 때문

에, 조선소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자재 공급관

리시스템을개발해야한다는요구가있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대우조선해양의 스

마트 태그는 무선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조선소 내 물류

및 자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PC 및 모바일

기기와도 연동이 가능해 사무실은 물론 생산 현장에서도

자재 위치, 설치일정, 이동경로, 주변 환경 등의 정보를 확

인할수있다.

스마트 태그는 생산 현장에 설치된 소형 모듈이 사물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 뒤 이를 자체 무선통신망

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현장 작업자가 모

듈과 스마트 폰을 연동하면 필요한 자재가 어디에 있는

지를실시간으로쉽게알 수있는방식이다.

개발을 담당한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 측은 스마트 태

그 모듈의 크기를 길이 5.5cm, 폭 4.4cm로 소형화해 이동

과 설치를 용이하게 했고, 휴대용 전원공급 장치와 태양

광 발전 방식을 적용해 반영구적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

록 개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개발이 스마트 조선소(Smart

Shipyard) 구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무선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면 광활한 조선소 내에서

정보가 단절되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이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스마

트 태그가 선박 건조과정 중 발생하는 자재 분실 및 공급

지연 등에 따른 비용손실을 막아 원가경쟁력 향상 및 경

영정상화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대우조선해양 정보시스템담당 서흥원 상무는 "이번 무전

원 자재 위치관리 시스템 개발로 선박 납기일 준수는 물

론 품질 향상으로 회사를 찾는 글로벌 선주들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기술 등의 첨단 IT 결합을 통한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앞

장서회사경쟁력강화에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3조원규모원유생산플랜트제작나선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3조원에 달하는 원유

생산 플랜트의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 이는 계약금액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플랜트 공

사다.

카자흐스탄의 텡기즈 유전(Tengiz Field)에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셰브론, 엑슨모빌 등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최근 이 유전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도

약 27억 달러에 수주한 원유생산 플랜트의 본격적인 생산

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텡기즈 유전을 운영하는 텡기즈셰브로일(Tengizchevroil

LLP, 이하 TCO)社는 세계적 석유회사인 셰브론(Chev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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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보유)과 엑슨모빌(ExxonMobil, 지분 25% 보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회사들의 투자자들은 카자흐스

탄 유전 확장 프로젝트에 총 368억 달러(약 42조 5천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11월 TCO로부터 유정제어, 원유처리시설 등 생산설비 모

듈(Module)을 제작하는 공사를 약 27억 달러에 수주했다.

총 제작 물량만 약 24만톤에 달한다. 이 정도 규모면 대우

조선해양과 협력업체의 해양플랜트 생산인력이 약 3년

정도 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물량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 물량을 옥포조선소와 자회사인 신

한중공업 등에서 90여개의 모듈로 제작하여 2020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상세설계와 대형장비 구

매, 현지 설치공사 등은 주문주 책임 하에 진행되며, 대우

조선해양은 모듈의 제작만 담당하게 된다. 계약가도 공사

물량이 증가하면 연동되어 증액하는 방식이어서 기존에

턴키공사로 수주했던 해양플랜트 공사에 비해 손실 위험

이 극히적은것으로알려졌다.

이번 투자 결정은 비록 대우조선해양이 창사 이래 최대

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기술력과 생산능력에 대해

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신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들 회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안전경영

역량, 안정된 노사관계 그리고 해양플랜트 건조 실적 및

매니지먼트경험을높게평가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 글로벌 오일 메이저 회사들이 급격한 유가하락 등

으로 투자 결정을 미뤄왔던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석

유회사들이 최근 유가 반등에 힘입어 투자를 재개하는

신호탄으로써의미를부여할수 있다.

해양프로젝트 인도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1차 선수금으로 입금될 1억3천

만 달러(약 1,500억원)는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한국-카자흐스탄 간 정상회담의

결실이기도 한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활기를 띌 것

으로예상된다.

TCO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

“이번 투자결정은 최근 해양 공사 물량의 감소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국내 기자재 업체와 협력사에게도 큰 도움

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실행으로 회사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분위기 반등의 기회로 삼겠

다.”고 밝혔다.

한편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텡기즈 유전은 현재 약 50

만 배럴 수준인 하루 원유생산량이 76만 배럴로 약 50%

가량 늘어나게 된다. TCO와 셰브론 측은 공사 완료 이후

첫원유생산(First Oil) 시점을 2022년으로 예상하고있다.

(3) 대우조선해양, 700억 규모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설계사업본계약체결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과 방위사업청이 대한민

국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 개발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과‘3천톤급 잠수함 장보고-3 2차사업(Batch-

Ⅱ) 탐색개발 사업’의 본계약을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탐색개발사업은 새로 건조하는 함정의 기

본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함정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재료 등을 결정하는 설계 초기 단계에 속한다. 대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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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2018년 말까지 장보고-3 잠수함의 기본설계를 진

행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해

양을 차세대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인‘탐색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계

약의 사업 규모는약 705억원이다.

장보고-3 잠수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건조되는

최초의 잠수함이다. 우리나라 해상 전력을 증강하는데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중대형 잠수함을 국내 기술로 독

자개발한다는점에서국방역사에있어큰의미가있다.

2012년 약 1조 7천억 규모의 장보고-3 1차 사업(Batch-Ⅰ)

을 수주해 잠수함 두 척을 건조 중인 대우조선해양은 이

번 2차 사업까지 따내며 잠수함 분야에서의 압도적 경쟁

력을 대내·외에 드러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수중

작전능력ㆍ탐지 능력ㆍ무장 등에서 크게 앞선 기술이 적

용됨에 따라,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분야 수주경쟁

력이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과 방위사업청은 선도

함(Guide Ship) 건조와 관련된 수의계약도 체결할 예정이

다. 계약 규모와 공사물량이 큰 사업의 수주가 예정됨에

따라회사경영에도보탬이될 것으로보인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 신

윤길 전무는“최신예 전략무기 사업의 수주로 회사가 향

후 잠수함 방산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 기반

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장보고-3 2차 사업 역시 성

공적으로 완료해 자주국방 구현 및 대한민국 해군의 핵

심전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번 계약 포함, 올 한해 총 6척의 선박과 2건의 특수선 사

업을통해총 8.1억 달러 상당을 수주하는데성공했다.

(4)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핵심 기술인‘수중방사소음

시험·분석시스템’개발완료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국내 민간업체 최초로

잠수함 등 함정 운영의 핵심 기술인 수중방사소음 시험

및분석시스템을개발하는데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년 6개월여 간의 연구 끝에 바다 속 소

음을 통해 함정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인‘듀란 마

크-1(DURAN Mark-1, DSME Underwater RAdiated

Noise)’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중방사소음은 프로펠러 등 함정에 탑재된 장비나 시스

템 등이 일으키는 소리가 수중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뜻

한다. 사람의 지문처럼 각 함정마다 고유한 소음 패턴을

갖기 때문에 수중방사소음을 분석하면 설치장비나 현재

위치등의정보를파악할수 있다.

잠수함 등 함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작을수록 적함에게

탐지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수중방

사소음 시험 및 분석 시스템은 해군 함정의 작전능력과

승조원의생존성을결정하는핵심기술로꼽힌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을 앞세운 도발을 빈번히 시도하면서

수중방사소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만이 전문적인 시스템을 확보

하고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산 잠수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

난 2013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한국기계연구

원, 소나테크 등 전문기관들과 함께 수중방사소음 분석

시스템개발에착수했고최근최종개발을완료했다.

개발 과정에서 듀란 마크-1은 총 12번의 해상 시험을 통

해 그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고, 미국표준협회(ANSI)

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성능 기준과 한국 해군의 요

구 조건에부합하는성능도확보했다.

듀란 마크-1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

한 수중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이 탑재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수중에서 소음 정보를 수집하는 듀란 마크-1의 실시

간 위치정보를 잠수함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시험·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무선 시스템의

활용으로 72시간 연속 시험 및 분석이 가능한 것 또한 듀

란 마크-1의 장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중 네비게이션

프로그램과 수중의 특정 소음을 추적해 소리의 발생 원

점을추적할수있는기술에대해특허출원을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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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스템 개발로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 동안 대우조선해양

은 특수선 수중방사소음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족해 해석프로그램(DURAN_DTF)과 초기

예측프로그램(DURAN_Ghost) 등도 함께 개발해왔다. 듀

란 마크-1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

인 인도네시아수출잠수함에최초적용될예정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

중방사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

우조선해양은 특수선 분야에서 축적한 수중방사소음 관

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해 일반상선으로까지

적용범위를넓혀나갈방침이다.

이번 연구 성과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장 엄

항섭 전무는“듀란 마크-1을 이용해 함정의 수중방사소음

성능을 최적화하면 보다 높은 생존성과 적함 탐지 성능

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신기술 개발로 회사가 특수선 분

야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점이 이번 연구의 핵심

성과다”라고말했다.

(5) 대우조선해양, 100번째 LNG운반선인도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100번째 LNG운반선을

건조해 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사가 건

조한 100번째 LNG운반선인‘마란 암피폴리스 (Maran

Amphipolis)’호가 23일 옥포조선소를 떠나 선주 측에 인

도됐다고 25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100척의 LNG운반

선을 건조한 것은 지난 1995년 첫 번째 LNG운반선을 인

도한이후 20여년 만에 세운 대기록이다.

친환경 연료인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 처음 만들어진

1959년 이후 현재까지 총 456척이 건조됐다. 현재 전세계

에서 운영 중인 LNG운반선은 422척으로(클락슨 리포트 7

월 25일자 기준)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중 약 1/4에 가

까운 선박을 건조해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50척의 LNG운반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어‘세계 최

다 LNG운반선 건조 조선소’등극이초읽기에들어갔다.

타 조선소보다 늦은 1989년부터 LNG운반선 건조 분야에

뛰어든 대우조선해양이 시장의 선두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것은기술개발과혁신을지속했기에가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주력이었던 모스(Moss)형이 아닌

멤브레인(Membrane)형 LNG운반선을 건조해 시장의 패

러다임을 바꿨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에도

‘천연가스 추진 LNG운반선’과 천연가스 재기화 장치

(PRS) 등을 개발하는등 변화를주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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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세계 최초의 쇄빙 LNG운반선 수

주, 2016년 세계최초 부유식 LNG 생산·저장·하역 설비

(FLNG) 인도 등 LNG 관련 신기술 분야에서도 새역사를

써가고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한 해에만 35

척의 LNG운반선을 수주했다. 개별 조선소가 연간 30척이

넘는 LNG운반선을 수주한첫 사례다.

이번 100번째 인도를 계기로,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고

부가가치 선박인 LNG운반선 분야 연구·개발에 더욱 매

진할계획이다.

2. 대한조선, 20만7천톤급벌크선명명식개최

대한조선(대표이사 박용덕)은 지난 7일 오전 10시,해남조

선소 제2안벽에서 20만 7천톤급(207,000DWT)벌크선

HN1065의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이 날 행사에 선주사인

SM그룹 우오현 회장과 대한해운 김용완 대표이사, 포스

코 황은연 사장 등 우리 회사 임직원 포함 100여명이 참

석해 선박의명명식을축하했습니다.

에스엠 드래곤(SM DRAGON)으로 명명된 이 선박은 길

이 300미터,너비 45미터, 높이 25미터의 초대형 벌크선으로

지난 2013년 12월 대한해운이 발주한 4척의 벌크선 중 세

번째 선박입니다. 대한조선은 지난 해 7월 18만톤급 벌크

선을 인도한 데 이어 지난 4월 20만 7천톤급 벌크선을 인

도했습니다. 2안벽에서 의장 공사를 진행 중인 네 번째

선박은오는 9월 인도 할 예정입니다.

3. 현대중공업동정

(1)LPG운반선에‘고난연성단열재’세계최초적용

현대중공업이 LPG운반선의 화재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고난연성(高難燃性)* 단열재(斷熱材)를 세계 최초로

선박에적용하는데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단열재 전문회사와 공동 개발한

고난연성 단열재를 8만4천입방미터(㎥)급 초대형 LPG운

반선의 화물탱크에 처음 시공했다고 4일(월) 밝혔다. 고

난연성 단열재는 불에 취약한 기존 LPG운반선 화물탱크

용 단열재의단점을획기적으로개선한제품이다.

LPG운반선의 화물탱크는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로 손실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하 5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기 때

문에 열전도율이 낮은 폴리우레탄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

해왔다. 

하지만 폴리우레탄은 불에 취약해 건조 중 용접 불꽃 등

에 의해순식간에화염이전파되는단점이있다.

현대중공업 등이 개발한 고난연성 단열재는 폴리우레탄

의 화학적 구조를 변경해 난연성을 크게 향상시켰기 때

문에 불꽃이 튀어도 불이 전혀 번지지 않고 4분 이내 자

연적으로 꺼지는 특성이 있다. 단열 성능 또한 기존 제품

에 비해손색이없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고난연성 단열재 사용이 확대되면

LPG운반선 건조 중 화재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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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의 관심도 높아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LPG운반선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79척의 LPG운반선을 수주해 159척을 건조했다.

(2) 현대중공업, 세계최대반잠수식시추선인도

현대중공업이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시황이 어려운 가운

데도 해양설비를 잇달아 인도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

켰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5일(금) 반잠수식 시추선‘오션

그레이트화이트(Ocean Greatwhite)’호를 발주처인 미국

다이아몬드 오프쇼어(Diamond Offshore)社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지난 2013년 6.3억불에 수주한 이 시

추선은 길이 123m, 폭 78m로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이다. 최대 수심 3,000m 해상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 에베레스트산(8,848m)보다 깊은 해수면에서 1

만670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반잠수식 시추선은 드릴십에 비해 이동성은 떨어지지만

물에 직접 닿는 선체 면적이 작아 파도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의 변화를 적게 받는 특징을 갖고 있어 안정성이 높

다는 장점이 있다. 운용사인 BP社는 오는 10월부터 호주

남쪽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the Great Australian

Bight)의 심해지역에이 시추선을투입할계획이다.

이번 인도는 최근 저유가 기조로 다수의 해양 프로젝트

가 인도 지연 및 취소되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인도 대금 약 4,600억원이 들

어옴에 따라 현금 흐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어려운 시황 속에서도 발주처

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업하여 이번 시추

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며“대규모 해양설비

를 잇달아 인도하면서 공정이 안정화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도 적기에 건조, 인도할 수 있을 것으

로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오프쇼어社에 드릴십

4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이 선박 2천척 인도라는 기

록을 세울 때, 이 회사의 드릴십‘오션 블랙라이언(Ocean

Blacklion)’호가 2천번째 인도선박이되기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총 16척의 드릴십과 8기의

반잠수식 시추선을 인도했으며, 지난해부터 고르곤 LNG

플랜트, 골리앗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Q204 FPSO 등 다수의 초대형 해양설비를 성공적으로 인

도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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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중공업, 뉴질랜드서30년만에함정수주

현대중공업이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30년 만에 군수지

원함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25일(월) 뉴질랜드 웰링

턴에서 김정환 조선 사업대표와 헬렌 퀼터(Helene Quilter)

뉴질랜드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질랜드 해

군과 배수량 2만3천톤급의 군수지원함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군수지원함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 해군에 인도한 1만2천톤급 군수지원함인‘엔데

버(Endeavor)’호의 후속 함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입찰에 참여해 독일, 스페인 등

의 방산전문 조선소와 경합을 펼친 끝에 지난해 12월 우

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약 7개월간의 계약조건

협상등을거쳐최종계약에성공했다. 

뉴질랜드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30여년간 우수한 성

능을 발휘한 엔데버호를 건조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3척과 차기 군수지원

함 1척도 건조하는 등 군수지원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을 갖춘데높은점수를준것으로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군수지원함은 길이 166미터, 최고

속력 17노트(31.4km/h)로, 1만톤의 보급 유류와 20피트

(feet) 컨테이너 12개를 적재할 수 있다.

또한 운항속력에 따라 전기 추진과 디젤기관 추진을 선

택적으로 사용해 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와 양현(兩舷)에서 동시에 급유가 가능한 전기

식 해상 보급·연료공급 체계, 25톤 크레인 등이 탑재된

다. 특히, 이 군수지원함은 남극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빙(耐氷) 방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018년 2월 이 함정을 착공해 2019년

12월 뉴질랜드 해군에인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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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뉴질랜드 관계자들의 군수지

원함 견학을 돕고, 건조 및 시운전 중 지원을 약속하는

등 현대중공업이 함정을 수주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

원했다.

(4) 현대중공업, 고객서비스강화위해글로벌기업들

과협력

현대중공업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

들과 다자간 협력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일(수)

울산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SK해운, 인텔(Intel), 한국 마이크로소

프트(Microsoft),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

센터 등 5개 기업 및 기관과‘스마트십(Smart Ship) 서비

스 생태계조성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5개 기업 및 기관은 중소ICT(정보통신기

술)기업들이 선박 안전 운항과 업무 효율, 선원 복지 등

선주사의 니즈를 반영한‘선박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

발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컨설팅, 스마트 장비 등을 지원

한다. 중소ICT기업들은 원격 선원 진료, 가상현실교육, 선

박 주요 장비 유지보수 등 17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

는 2019년까지 스마트십에적용할예정이다.

우선, 현대중공업과 SK해운은 이들 중소ICT기업에 소프

트웨어가 구현될 수 있는 스마트십의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기술 멘토링과 실증 설비(Test Bed) 지원 등을

통해 개발제품의완성도를높인다는계획이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개발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 컨설팅도펼치게된다.

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선·해운사의 기술 수요 설명회, 아이디어 상담 등의

자리를 마련해 스마트십 생태계 기반 조성에 힘쓸 예정

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우리나라 조선업은 지금까지

선진적인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차

별화된 선박 서비스 기술을 전략으로 내세울 전망”이라

며, “각종 소프트웨어로 선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조선

업의재도약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원격으로 선박의 기관상태

와 운항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차원을 넘어 탑재하는 소프

트웨어에 따라 충돌 회피, 최적 운항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십인 ‘오션링크

(OceanLink)’를 출시한 바 있다.

(5)현대중공업상반기9천억원흑자달성

현대중공업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

했다. 현대중공업은 27일(수) 2016년도 2분기 연결기준 매

출 9조8,627억원, 영업이익 5,57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누계로는 매출 20조1,355억원, 영업이익 8,824억원

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펼쳐온 경영합리화 노력이 조선,

해양 등 주요사업부문 흑자라는 성과로 나타났으며, 현대

오일뱅크 등 정유부문 실적 호조가 2분기 연속 흑자를 기

록하는데큰영향을끼쳤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이번 분기에 약 2,600억원의 일시적

퇴직위로금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부문은 수익성

높은 선박 건조 비중이 늘면서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이

어 갔다”고 밝히고, “해양부문은 대형공사 인도에 따른

공정 안정화와 체인지오더(change order) 체결로 흑자전환

에 성공했으며, 엔진기계, 건설장비, 전기전자시스템 등

비조선사업부문은 지속적인 사업경쟁력 강화노력으로 흑

자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본부 대표체제 구축

등 조직개편에 따른 책임경영 강화로 각 사업본부에서

펼쳐 온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꾸준한 경영합리

화작업이실적에긍정적인영향을끼쳤다.

이 관계자는“이번 분기 실적은 개선됐지만, 조선부문 상

반기 수주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8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주절벽 등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경영합리화 노

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도

록최선을다할계획이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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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6일(화)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현대

중공업 경영진단 결과가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보고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약 10주간 현대

중공업 자구안 관련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적합’하다

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자구계획에 따

라 경영효율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시장 신뢰 회복에

만전을기할방침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주채권은행에 제

출한 자구계획 실천의 일환으로 금융계열사인 현대기업

금융과 현대기술투자 매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하이투자

증권 및 하이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하이자산운용, 현대선

물 매각 방침에 이어 그룹내 금융계열사를 모두 매각하

기로 결정하면서 현대중공업은 금융사업에서 완전히 철

수, 핵심사업 위주의사업재편을가속화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연내 매

각을위한작업에착수한상태다.

3. 현대중공업동정

(1) 세계첫‘고망간강’적용선박건조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 개발로 함께 위기를 극복

하고 있는 산업 간의 모범적인 윈-윈(win-win) 사례가 있

어 눈길을끌고있다. 

(주)현대미포조선(대표 강환구)은 지난 6월 중순 국내 중

견 선사인 일신해운과 5만톤(DWT)급 고부가 벌크선 1척

에 대해 건조계약을체결한것으로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벌크선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선가도 낮아 국내 조선소보다는 중국 등 후발조선국에서

건조되고있는선종이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이 이번에 수주한 벌크선의 경우

‘이중 연료 엔진(Dual Fuel Engine)’과 함께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재질의 LNG연료탱크

가 탑재되는고효율친환경선박으로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선박은 벙커C유와 LNG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이중 연료 엔진’이 탑재되며, 선주사의 필요에 따

라 국제해사기구(IMO)의 대기 오염방지 3차 규제(*IMO

Tier III)를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EGR)을 향후 쉽게 추가 장착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조건들을완비할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선박의 추진연료 중 하나인 LNG를 저장

하는 탱크의 경우, POSCO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극저온

용 고망간강으로 제작될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 조선업

계 및철강업계관계자들의관심을끌고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가스추진선박기

준(IGF CODE)에 따르면, LNG 연료탱크와 파이프는 영

하 150도 이하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니켈합금강,

스테인리스강, 9%니켈강, 알루미늄합금 등 4가지 소재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POSCO가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

간강은 초저온 환경에서 이들보다 강도(强度)와 인성(靭

性)은 훨씬 뛰어나고경제성도매우높은것이특징이다. 

하지만 신소재인 고망간강을 LNG 연료탱크 등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해 전 세계 선급기관으

로부터의 인증과 함께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개정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되는 세계 첫 고

망간강 적용 선박은 한국선급(KR)과 영국선급(LR) 2곳

의 선급에서 이중으로 입급계약이 체결될 계획이며, 2017

년 11월말 인도를 앞두고 벌써부터 건조과정과 실제 운용

결과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아울러 이번 선박 발주는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 해운, 조선업계의 모범적인

산업간 윈-윈(win-win)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의미

가 깊다. 특히 일본과 중국 조선업계가 자국 해운업계와

의 긴밀한 유대관계나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에 힘

입어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수주절벽에 따른 일감부족으로 단 1척의 선박

이라도 아쉬운 국내 조선산업의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선사로부터의 이 같은 고부가 선박 발주가 무척 반가운

단비임에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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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인 일신해운 또한 선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최신형 선박을 저렴한 가격에 확

보하는 동시에 용선주인 POSCO와도 유대관계를 더욱 확

고히하는좋은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POSCO도 이번 고망강간 적용 선박 건조는 새롭게 개발

한 신소재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시장 개척

에 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 현대미포조선, 3만1천톤급카페리1척수주

(주)현대미포조선(대표 강환구)이 10여년만에 카페리선

(Car ferry)을 수주함으로써 위기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이번 계약은 노후 여객선의 안전 강화에 따른 신규

교체로, 수주절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미포조선은 지

난 22일 오후 한.중 합작선사인 위동항운유한공사(사장

최장현)로부터 3만1천톤급(GT, Gross Tonage) 카페리 1척

에 대한 건조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2017년 7월부터 건조에 들어가 2018년 9월 인도 후 인천과

중국 칭다오(靑島) 항로에 투입될 예정인 이 선박은 길이

199.1M 너비 27.0M 높이 32.0M의 제원을 갖추게 되며, 최

대 724명의 승객과 함께 20피트 컨테이너 320개를 동시에

싣고 최고 25노트로 운항할수 있다. 

특히 침수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엔진과 발전기

등 주요 장비를 2개씩 설치해 운항 중 한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가 정

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강화된 규정인

SRTP(Safe Return To PORT)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승객과 화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위성항법장치를 비롯, 화재자동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각

종 소방장비와다양한안전설비도함께완비될계획이다. 

선체 내부에는 호텔처럼 안락한 122곳의 객실과 최고급

인테리어 자재 및 디자인이 적용된 레스토랑, 커피숍, 면

세점, 공중 샤워실, 게임룸, 노래방, 편의점 등 다양한 편

의시설이갖춰진다. 

이번 수주로 선박 안전관련 규정 강화와 함께 노후 여객

선 교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시장선점효과를얻을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무엇보다 그간 중국 조선업계가 독식해 온 한-중 카페리

선 건조 시장에서 현대미포조선은 앞선 품질과 기술력으

로 상대적으로 높은 선가에도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

려졌다. 앞서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02년 1만7천톤급 카

페리인‘성희(星希)’호를 국내 최초로 국적선사인 부관훼

리(주)에 인도한 바 있다. 이 선박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며 탑승객들로부터 쾌

적하고편의성이높은안전한여객선으로인정받고있다. 

위동항운도 선가가 저렴한 중국 조선업체의 유혹을 떨쳐

내고 중형선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

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에 여객선을 발주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한-중노선

카페리 운항 업계 1위 선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기대된다. 

Ⅱ. 토목건축ㆍ플랜트관련업계동정
1. SK건설동정

(1) SK건설, 건설 안전보건활동 평가서 최우수상.우수

상수상

SK건설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16년

건설업종 안전보건활동 평가에서 3개 분야에 걸쳐 최우

수상과우수상을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월영 SK Ocean VIEW 아파트 현장은 근로자 멘토링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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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외국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안전모를 이용한 스트레칭을 개발해 안전보건

활동부문에서최우수상을수상했다.

장문천연가스 발전소 현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

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

영하고,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실천하는 보건문화를 정착

시켜보건관리부문에서최우수상을받았다.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건설공사 현장

은 사람.장비.경영의 3대 밀착관리를 통한 무재해 운동 실

천을 벌여 무재해 운동 및 안전수칙 준수 부문에서 우수

상을수상했다.

유용욱 SK건설 HSE실장은“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건축과 토목, 플랜트 등 3개 전 분야에서 안전보건

관련 수상을 하게 돼 영광”이라며“안전보건문화 정착이

곧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SK건설 기업문화를 토대로 앞으

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

력할것”이라고말했다.

(2) 해외현장장기근무자대상힐링프로그램실시

SK건설은 해외 현장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임직원들을 대

상으로‘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SK건설은 작년부터 오랫동안 해외현장에서 근무

한 임직원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국내 직장생활의 성

공적 복귀를 돕기 위해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해 진

행해오고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실시된 이번 리스타트 프

로그램에는 에콰도르, 베트남, 쿠웨이트 등 해외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대리~부장급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그룹코칭과 명상, 산책, 심기신(心氣身) 수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해외현장 근무로 쌓인

심신의 피로를 씻었다. 또 참석자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

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직장

생활의새로운비전을세워보는프로그램도진행됐다.

김광현 SK건설 해외플랜트Operation지원실장은“해외현장

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육체.정신적으로 지치는 것은 물

론 삶의 활력까지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리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

고 긍정마인드를 회복시켜 주는 훌륭한 기회가 되고 있

다”고 말했다. SK건설이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도입한 리

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번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실시됐고

임직원 76명이 프로그램을이수했다.

(3) 터키유라시아해저터널, 2016년세계최고의터널

(Tunnel) 프로젝트로뽑혔다!

SK건설이 시공중인 터키 유라시아해저터널이 올해 세계

최고의 터널로 선정됐다. SK건설은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유라시아해저터

널을 2016년 터널.교량 분야의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K건설이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권위를 가진

ENR로부터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상을 받은 것이다.

ENR은 매년 터널.교량 분야를 포함한 17개 분야에서 글

로벌베스트프로젝트를선정해시상한다.

유라시아해저터널은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저를 가로질

러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용 복층터널이다. 최고 수심 110m의 해저에서 대기압

11배에 달하는 높은 수압을 이겨내고 3.34Km 해저구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에

는 단면지름 13.7m, 총길이 120m, 무게 3300t에 달하는 세

계 최대 규모의 TBM(tunnel boring machine)이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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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은 지난해 8월 유라시아해저터널의 해저구간 굴착

에 착수한 지 16개월만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관통하는 데

성공했다. 서석재 SK건설 전무는“유라시아해저터널이

준공에 앞서 매년 세계적 권위의 기관들로부터 최고의

프로젝트로 잇따라 상을 받고 있다”며“바닷속 높은 수압

과 무른 해저지반 등 매우 까다로운 작업환경에서 해저

구간 공사를 무사히 마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

쁘다”고 밝혔다.

앞서 유라시아해저터널은 지난해 12월 세계적 권위의 국

제터널지하공간학회(ITA)가 수여하는‘올해의 메이저 프

로젝트상’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수상했다. 같은 해 5월

에도 이스탄불과 보스포러스 해저의 유물·유적 보전 등

활동을 벌인 공로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주관하

는 2015년‘지속가능경영 사회·환경분야 최우수 모범상’

을 수상했다. 유라시아해저터널 프로젝트는 오는 2017년 4

월 개통 예정으로, SK건설은 2041년 6월까지 유지보수와

시설운영을맡게된다.

(4) SK건설, 캐나다오일샌드플랜트모듈이송완료

SK건설은 30일 캐나다 포트힐스 오일샌드 플랜트 철골구

조물을 국내에서 모듈로 제작해 이송하는 작업을 끝마쳤

다고 밝혔다. 포트힐스 오일샌드 프로젝트는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州) 포트힐스 광구에 묻혀있는 오일샌드를 채

굴해 하루 18만 배럴의 비투멘을 생산하는 총 공사비 25

억5000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플랜트를짓는공사다.

SK건설은 지난 2014년 공사 수주 이후 캐나다의 높은 인

건비와 척박한 기후조건을 고려해 국내에서 플랜트 철골

구조물을 모듈로 일괄 제작해 캐나다로 운송·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SK건설은 지난해 2월 부산

항과 목포항에서 30~100톤 무게의 모듈을 선적해 캐나다

로 이송하기 시작한 14개월만에 모듈 이송 작업을 완료했

다. SK건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선적한 750여개 철골

모듈의 총 부피가 아파트 2100세대와 맞먹는 61만7000㎥,

무게가 45인승 대형버스 5700대에 버금가는 6만3000톤(t)

에 달한다. 캐나다 내 육로 수송 거리만 2000km에 이르고,

이송 예산으로 8500만 달러가 소요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된 모듈은 컨테이너 6200여개에 실

려 북태평양 뱃길로 2주를 달려 캐나다 서부의 프린스루

퍼트항에 닿았고, 로키산맥을 관통하는 육로로 열차와 트

레일러를 번갈아 갈아타고 2주를 더 달린 끝에 포트힐스

플랜트현장에도착할수 있었다.

SK건설 관계자는“지난해 2월부터 총 38회에 걸쳐 14개

월만에 캐나다 오일샌드 플랜트 모듈 선적을 무사히 마

쳐 기쁘다”며“이 모듈은 캐나다 현장에서 곧바로 조립해

플랜트시공에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캐나다 오일샌드 프로젝트는 2014년 7월에 공사에 착수

해 현재 7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모듈 이송이 마무

리 되면서 공사 진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

다. 오는 2017년말 준공 예정이다.

2. 한전KPS 동정

(1) 2016 상반기특허기술상‘지석영상’수상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지난 6월 30일 한국지식재산센

50 월간용접저널 2016. 8             

용접관련동정2016.8

38-56 용접동정201608  2016.8.8 4:5 PM  페이지13    Apogee



터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2016 상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이물

질검사 및 제거장치’개발과 관련해‘지석영상’을 수상했

다. 이번‘지석영상’을 수상한 특허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에 검사 장치를 삽입하여 이

물질이 존재하는지 검사하고 이물질이 있을 경우 제거하

는 장비이며, 인접 현장에서 다양한 제거기능을 할 수 있

는 현장제어시스템과 원격에 의한 자동제어 전용 운전프

로그램, 검사영상 데이터 저장, 검사현장 모니터링 등 다

양한기능을포함하고있다.

한전KPS 관계자는“증기발생기 내부가 고방사능 구역이

라 전열관 검사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피폭이 상당부분

발생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자동 검사장치를 이용하면 외

부에서 원격으로 작업이 가능해져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을획기적으로저감할수 있다”고밝혔다.

한편, 특허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특허기술상은

1992년 제정되었으며, 일 년에 두 차례 시상한다.

(2) “광주, 전남대학생들과함께한전KPS를알리다!”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

으로‘한전KPS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해 발대식을 갖

고본격적으로활동에들어갔다.

한전KPS는 7월 7일 광주, 전남혁신도시(전남 나주시 소

재)에 위치한 본사 5층 창조홀에서 정의헌 경영관리본부

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한전KPS 서포터즈로 선발

된 대학생 20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2016년 한전

KPS 대학생 서포터즈발대식’을개최했다.

이번 한전KPS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은 회사 홍보 영

상물 상영, 서포터즈 대표 선서, 임명장 수여에 이어 서포

터즈 자기소개 및 팀 편성, 서포터즈 운영안 발표 및 질

의응답순으로진행됐다.

이날 한전KPS 정의헌 경영관리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발전소 견학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발전정비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이

를 통해 한전KPS를 제대로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서포

터즈의역할을충실히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

지역사회 우수인재들과의 소통과 대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된 한전KPS 대학생 서포터즈는 오는 10월까지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길거리 홍보 등을 비롯해 발

전소현장체험등에나설예정이다.

3. 현대엔지니어링동정

(1)「우즈벡 칸딤 가스처리시설」현장, 첫 기계 설치공

사(First Erection) 실시

우리 회사 화공플랜트사업본부가 수행중인『우즈베키스

탄 칸딤 가스처리시설(이하 UKAN)』현장이 지난 6월 28

일 첫 기계설비설치공사(First Erection)을 실시했다. 

이번 공사는 UKAN 프로젝트 현장의 첫 번째 기계설비

설치공사로, 7.6톤 중량의‘HP Instrument Air Compressor’

가 설치됐다. UKAN 현장 임직원들은 이번 첫 기계설비

설치를 토대로 시공에 박차를 가해 완공까지 최선의 노

력을다한다는계획이다. 

(2)캄보디아이온몰2단계신축공사현장기공식개최

우리 회사 건축사업본부가 지난 6월 25일 캄보디아 현지

에서『캄보디아 이온몰(AEON Mall) 2단계 신축공사』기

공식을갖고본격적인공사에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이치 치바(Seiichi Chiba) 이온몰 본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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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미츠구 타마이(Mitsugu Tamai) 이온몰 아시아 지부

장 등 발주처 주요 인사와 현대엔지니어링 임홍규 부사

장(건축사업본부장), 최영근 상무보A 외 현장 직원들이

참석해성공적인사업수행을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市 외곽에 지상 4층 규

모의 쇼핑몰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8년 5월 완공(공사기

간 24개월) 예정이다. 준공 후에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

화관, 볼링장, 소규모 상점 및 기타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

지역중심지로써거듭날전망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3일 아시아 최대 유통그룹 중 하나

인 일본의 이온몰(AEON Mall)로부터, 1억 2천만 불(원화

약 1,400억 원) 규모에 본 사업의계약을체결한바있다.

Ⅲ. 기타
1. 국토교통부동정

(1) 항공정비(MRO)산업 발전방안은? … 산학연이 한

자리에

국토교통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7월5일(화)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항공정

비(MRO) 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

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창출, 항공

안전 확보, 항공기 제작·정비 산업의 동반 발전 등을 위

해‘15.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

고, 특히, 동 육성정책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국내 전문 항공정비(MRO) 사업자 선정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도모색하고자개최하게되었다. 

학술토론회 주요내용으로는“기술집약형 항공정비산업

육성방향”, “공항기반 항공정비산업발전 방안”등에 관한

전문가 주제발표가 있은 뒤 정부, 업체, 지자체 등을 포함

한 각계 전문가들과 방청객들 간 열띤 토론도 진행될 계

획이다. 한편,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산·학·연 소속 전문

가 이외에 항공정비사업 의향업체와 동 업체들을 유치하

고자 하는 지자체도 참석하는 등 명실 공히 항공정비

(MRO) 산업과 관련한 국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 자

리에 모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고 심도 있는

토론이진행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과 토론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

할계획이라고밝혔다.

(2) 국토부&산업은행! 해외인프라개발 사업발굴부터

금융지원까지공동협력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은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발굴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사업타당성조사

등 사업발굴 지원수단과 글로벌인프라펀드, 산업은행의

특별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융합된 종합서

비스가제공되는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산업은행(회

장 이동걸)과 7월 6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해외인

프라개발사업지원에관한업무협약을맺는다고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①국토부는 해외 인프라사업 개

발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②산업은행은 국토부가 발

굴한 사업과 연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또한, ③양 기

관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중인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창구로 국

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과 산업은행의 PF3실장을 지정하

여운영하기로하였다.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저유가, 브렉

시트(Brexit)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시장에서 해외건설 사

업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으로의 진출확대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하며. “금번 국토

부가 추진하는 투자개발형 해외 인프라사업의 초기 개발

비 지원, 산업은행이 조성한 특별자금, 그리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확대 방안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에게는 단비와 같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같은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익을 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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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국내 경제의 활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

토부의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지원 정책과 KDB의 금융

역량을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인프

라시장의 강자로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모범적인

민·관협력모델이마련될것”이라고밝혔다.

(3) 강구조물을빠르고균일하게도장하는신공법개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강구조물의 부식방지를 위해

고주파 전류로 금속도장재를 녹여 강구조물 표면에 도포

하는 새로운 도장 공법(금속용사공법:HMS)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92호)하였다고 밝혔다. 

이 신기술은 가변형(可變形) 용사(鎔射) 건(gun)이 장착

된 고주파아크 금속용사기를 활용한 도장공법으로, 고주

파 아크열*로 금속성분의 도장재(아연+알루미늄)를 녹여

분사(용사)하며, 용사방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저주

파 아크열 및 고정형 용사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공법보

다 도장재의 불완전 용융(鎔融)을 줄이고 용사를 넓고 균

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기존 금속도장공법보다 시공효율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관련 분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구

조물의장수명화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기술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

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

공사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8̀9년부터 현재까지

(̀16.6월말) 792개의 신기술이지정되었음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건

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확인할수있다.

(4)드론신산업지원을위한3차원드론길구축프로젝

트시작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물류운송, 재난

안전, 농업 등 드론의 활용분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위한 전용‘드론길*’구축을 추

진한다고밝혔다.

현재는 드론 비행에 2차원 지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지형

의 높이와 송전탑, 전신주, 고압선 등 장애물 정보 부재가

없어 드론을 안전하게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으며, 특히 물류운송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신산업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도심비행을 위한

드론용 지도,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시계비행 위주의 드론운항이 비가시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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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으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는 드론의 안전

비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물 정보가 표현되는 드론

길용 3차원 정밀지도시범사업을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드론길 구축을 위한 구

체적 추진방안 및 3차원 공간 격자망 도입 방안을 연구하

고, 3차원 공간 격자망 구축 및 드론길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도함께추진한다.

또한, 국토부‘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에서 지정

(‘15.12)된 5개 공역(부산, 대구, 전주, 영월, 고흥)중 전주,

영월 2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범 공간

정보구축과함께개발된기술을적용할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15일 드론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

한 장애물 정보, 드론 자율주행 저해요소 등의 확인을 위

해 전주에서 비행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연말에는 시범사

업 성과를 물류운송에 적용하여 드론의 비가시권 자율운

항 시범운행을실시할예정이다. 

국토부는“이번 연구의 핵심인 3차원 격자망 기반 드론길

의 개념은 해외에서도 아직 아이디어 단계인 개념으로

선제적 기술개발과 함께 조기에 실용화할 경우 도심지역

에서의 상업용 드론 활성화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

라가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정부3.0 정책에 부합되

게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 신한다이아몬드공업-열매나눔인터내셔널, ‘말라위 양궁

꿈나무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 및 말라위 양궁팀 발전

기금전달식’가져

2016년 7월 22일 (뉴스와이어) -- 신한다이아몬드공업이

사단법인 열매나눔인터내셔널과 함께 20일(수) 인천 연수

구 갯벌로 116 신한다이아몬드 R&BD 센터에서‘말라위

양궁꿈나무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 및 말라위 양궁팀

발전기금전달식’을 가졌다.

신한다이아몬드공업은 말라위 양궁 국가대표팀 박영숙

감독과 알레네오 데이비드 선수의 올림픽 참가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향후 말라위 양궁팀의 발전을 위한 기금 1억

원을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을통해지원했다.

신한다이아몬드공업 김신경 대표는“박영숙 감독 혼자서

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이 이

렇게 좋은 일에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 감사하다”며“이

후원금은 신한다이아몬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 직원이

함께 후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기업 차원의 사

회공헌을 넘어서 모든 직원이 사회공헌에 동참한다는

것”이라고강조했다.

말라위 양궁꿈나무 알레네오 데이비드 선수는 이번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 양궁 부문에 말라위 국가대표로 참

가한다. 말라위 양궁꿈나무팀은 2013년 석동은 감독이 구

물리라 마을에서 가난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4

년에 박영숙 감독이 이어 받아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반

만에 올림픽선수를배출했다.

이에 말라위 정부는 최초의 양궁 올림픽 선수 탄생에 함

께 기뻐하며 올림픽 참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로 결정했다. 신한다이아몬드공업의 후원금은 정부 지원

외 필요 사항과 향후 말라위 양궁꿈나무 훈련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신한다이아몬드공업은 국내 다이

아몬드 및 정밀 공구 산업 1위이자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이다. 김신경 대표의 기업 목표는‘전 직원의

소득 향상’으로 매년 10% 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99%

정규직 전환 등‘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기

업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문화로 YTN ‘강

소기업이힘이다’에 소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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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무역보험공사동정

(1) 해외 천연가스인프라 투자사업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

역보험공사')가 우리 기업의 해외 천연가스인프라 투자사

업 참여 확대를 위한 4개 기관 공동협력 MOU를 체결했

다고 26일(화) 밝혔다. 주요 협력분야는 해외 천연가스 인

프라 투자사업의 ▲발굴 및 초기 사업성검토 ▲공동투자

및 자금조달 협력 ▲인적교류/세미나 등을 통한 기관간

업무경험 공유이다. 부처·기관간 역량을 결집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체결된 금번 업무협약은, EPCF*방식으로

변화중인 시장트렌드에 맞추어 능동적 지원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최근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시

장이 입찰시부터 건설·금융을 패키지로 제안하는

EPCF(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Financing) 방

식으로 탈바꿈 중인 것에 주목한 4개 기관은, 시장 트렌

드에 최적화된‘先금융-後발주’지원모델을 구축함으로

써 수주불황을 극복하고 우리기업의 시장선점을 지원하

자는데뜻을모았다.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NH농협은행, 가스공사는 각각

저개발국 비상위험 커버, 금융주선·자문, 인프라 운영이

라는 수주성패와 직결된 서비스를 일괄제공함으로써 우

리기업의수주경쟁력을높인다는계획이다. 

금융자문, 자금조달, 보험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므로

이란, 인도네시아 등 경쟁이 치열한 해외 천연가스 인프

라시장 참여를 준비중인 우리 수주기업들에게 실질적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전례 없는 수주가뭄 속에서,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솔루션 제공이 필수”

라고 강조하며, “건설과 시공 중심의 자원개발사업 패러

다임을 금융주선, 자금조달 등으로 넓혀 글로벌 인프라투

자사업의성공사례를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 수출감소폭둔화를넘어수출증대로! 무보, 하반기

수출활력조기회복에힘보탠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무

역보험공사’)는 정부의 신흥 대체수출주력품목 창출방안

(‘16.7.7자)를 반영해, 하반기 수출활력 조기회복을 위한

무역보험지원활성화대책을 11일(월) 발표했다.

금번 무역보험 지원 활성화 대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

수출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7대 유망서비스 수출확대 위한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및 중장기 프로젝트(건설·플랜트 등) 수주가뭄 극복 위

한 맞춤형 금융제도 도입 등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감

소폭 둔화 등 우리 수출에 긍정적 신호가 찾아온 만큼,

수출체력 강화와 시장별 특색을 반영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하반기 수출활력 조기회복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

다. 2015년에 이어 금년에도 부정적 대외여건이 지속된 상

황에서도 올해 6월말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한 21.7조원을 기록

해,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소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를보였다. 

특히,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인력·자금·

수출경험이 부족한 내수·수출초보기업들이 무역보험 가

입절차와 보험료비용 부담 없이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한‘수출안전망보험’제도를 금년 4

월에 도입하였으며, 도입 3개월 만에 약 1,300여개 초보기

업들에게안전한수출길을제공했다. 

앞으로도 주요 수출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년중 총

15,000개 중소기업에게 수출안전망보험을 제공해 내수/수

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고, 재무지표가 나쁘지만

성장성 높은 수출초보/급증기업에 수출자금을 제공하는

특례지원 제도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한시적으로운영했던중소중견기업무역보험료 50% 특별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

출 중소기업들의과감한해외진출을이끈다는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정부가 추진중인‘서비스경제발전전략’

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말에 서비스수출지원

전담조직을 선제적으로 신설했다. 제조업의 뒤를 이어 신

흥 대체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오른 서비스산업 육성에 힘

을 보태기 위해‘7대 유망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수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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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 

또한, 유가하락·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해외프로젝트

시장에 찾아온 수주가뭄 극복을 위해, 향후 프로젝트 수

요가 확실시되는 이란과 금년 4월 50억 유로의 금융협력

각서를 체결하며 우리기업의 이란 프로젝트 수주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하반기에는‘공급사슬보증’제도를 도입

해 국산기자재수출업체의수주를지원할계획이다. 

공급사슬보증(Supply Chain Guarantee)은‘한국산 기자재

수입조건부’로 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한 주요국 국영기업

(발주처)에게‘프로젝트금융 한도를 사전제공’하는 것으

로, 발주처는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제공 조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과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국산 기

자재생산기업들의수주확대가전망된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우리 수출의 감소폭이 줄

어들고 있는 지금,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수주기업 지원확대 등 기업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

험 제공을 통해 하반기 우리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무역보험공사가앞장서겠다”라고밝혔다. 

4. 한국철강협회동정

(1) 산업부와공동으로기업활력법설명회개최

한국철강협회는 7월 15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빌딩

16층에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철

강 및 비철업계, 시멘트 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에서 기업활력법상 상법 및 공정

거래법특례제도, 세제제원 등에 대한설명이있었다. 

(2) 건설가설재안전확보를위한세미나개최

최근 가설 구조물 붕괴사고로 재해사고가 빈발하는 가운

데 철강-건설업계가 가설재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개선하

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7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17

층 이벤트홀에서 강관사, 건설사, 가설재 관련업계 및 유

관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가설재 안전 확

보를위한정책방향및선진기술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전한 철강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철강업

계와, 안전한 공사를 해야 하는 건설업계가“안전”이라는

공동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개최한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동명대학교 임남기 교수는『가설재 관련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감사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18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현장에서 무분

별하게 불량 가설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가설재 성능시

험 결과 54.3%가 불량이었다”고말했다. 

임남기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3대 취약

요인에 가시설물 공사를 포함시키고, 맞춤형 사고예방대

책으로 안전시공을 위한 여건 조성, 가설재 품질관리 체

계 개선, 법규정 이행관리, 현장 감독강화 등 안전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비계기

술원 문성오 팀장은『가설공사 사고와 해결대책』이라는

발표를 통해“가설공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가설

구조물 표준조립도 개발과 제공, 실효적인 재사용 가설재

품질관리기준마련및적용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포스코 하태휴 박사가『고강도 가설재 소재특

성 및 구조성능』, 의조산업 장영순 부장이『고강도가설재

시공현장 적용사례로 본 특장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포스코와 국내 강관사가 공동 개발(UL700)한 초경량 단

관비계인 고강도 가설재는 기존 가설재보다 생산성, 안전

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며, 기존 가설재보다 25%정도 가

벼워 작업성도 향상되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여 시공

비절감효과가있다”고말했다. 

철강협회 이병우 전무는“이번 세미나는 기존 가설재 대

비 고강도이면서 경량화된 고강도 강관을 이용하여 건설

공사시 가설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일

될 것”이라고, “향후에도 국내 철강업계는 안전을 확보하

면서 고강도 성능을 보장하는 가설재 소재 개발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강구조학회 김상섭 회장, 한국비계기술원 홍기철 원장,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용규 연구위원, 시설안전공단 신주

열 실장, 한진철관 이형석 사장, 의조산업 정병해 사장, 포

스코 서병룡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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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5월23일- 25일(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http://www.thermotec.co.kr

제10회국제주조.단조.열처리및내화물.공업로설비산업전
The 10th International Heat Treatment Technology & Refractory, Furnace and Surface Finishing Industry Equipment Exhibition Korea 

■참가&참관문의: Metal Network Kore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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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l Exhibition 2002 Metal Exhibition 2006 Metal Exhibition 2011

Metal+Metallurgy & Thermoprocess Exp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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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및가공작업을한번에CNC 머시닝& 베벨플라즈마복합기등장하다.

가공품을 제작 하기 위해서는 절단 후 밀링 작업 및 탭,

드릴 등 새로운 가공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화 된

제품이 아니면 가공품의 모양이 다양해서 수작업을 통하

여 위치를 잡아가며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이 옮

겨질 때마다 시간과 돈이 소모되는 만큼 제품을 생산하

는 업체입장에서는손해를감수해야했다.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

단기 전문업체 ㈜에큐원(대표이사: 최진배 / www.accu-

one.com)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전문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면서 10년 전부터 포화된 시장 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기존의 절단 업체들이 겪어 던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머시닝 & 플라즈마 복합기를 개발 하

였다. 에큐원의 CNC 머시닝 & 베벨 플라즈마 복합기는

한 번의 공정으로 플라즈마절단, 드릴, 탭, 밀링 작업을 수

행한다. 작업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장착 하

였으며, 강력한 라이브러리 기능의 CAM SOFTWARE를

탑재한 CNC CONTROLLER를 통하여 간단한 사용 조작

이 가능하다. 여기에 무한회전 베벨 플라즈마 헤드를 장

착하여용접제품의활용도를한층더상승시켰다. 

고강성 구조의 듀얼 겐트리구조를 사용하여 30m 길이까

지 가공이 되며, 플라즈마와 스핀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

어 보다 높은 정밀도가 보장 된다. 새로 추가한 XX축에

스핀들을 상착하여 머시닝 작업시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신속한가공이가능하다. 

오랜 장비 개발 노하우로 새로운 신형장비 개발을 통하

여 기존의 플라즈마 이송방식인 레일방식과 다른 초정밀

고속이송으로생산성높였다. 

사용자 유지보수 화면으로 간편한 진단 및 유지보수가

- CNC 머시닝& 베벨플라즈마절단기전문업체에큐원의오랜노하우로개발

- 절단및드릴, 탭, 밀링작업을한공정에완벽히마무리할수있는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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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며, 국내 최고사양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즉각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기계 작동에 문제 발

생시 작업자와 본사의 기술지원팀과 같은 화면을 보면서

쉽게문제를해결할수 있다. 

대형 플랜지나 브라켓등은 한번 공정을 옮겨 후 가공을

할 때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하지만 에큐원

의 CNC 머시닝 & 베벨 플라즈마 복함기는 한번에 절단,

가공을 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시간단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이 제품은 플랜트업체에서 제품을 많이 사용

하고 있으며, 철탑에 들어가는 브라켓 및 지게차, 굴삭기

에 들어가는 대형 베이스플랫폼에도 많이 사용 되고 있

다.  해외로는 말레이지아와 싱가폴에 수출도 하고 있으

며, 동남아 및 러시아 등 어려 국가에도 수출 준비를 하

고 있다. 

경쟁업체로 이탈리아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성능의 차이

가 거의 없어 품질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고, 특히 A/S 및 사후제품관리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것이강점이라할수 있다. 

■About Accu-one Co., Ltd. - ㈜에큐원에대하여

㈜에큐원은 PLASMA 절단을 기반으로 한 첨단 절단 장

비를 제작하는 절단기 전문메이커입니다. CNC 플라즈마

절단 장비 및 스탠전용 플라즈마 절단기, 플라즈마와 드

릴을 복합한 CNC 플라즈마 드릴 복합기, 플라즈마와 머

시닝을 복합한 CNC플라즈마 머시닝 복합기 까지 고품질

의 CNC 절단기를 제조하는기업입니다.  

■ 문 의: (주)에큐원 ☎ 031-352-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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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창조 의지로 고품질 용접기를 제조

하는 용접기 전문 제조업체 ㈜선진용접기(대표이사: 최

창표)에서 신제품 인버터 CO2 / MAG 300SC 용접기를

출시하였다. 

인버터 CO2 / MAG 300SC 용접기는 모재의 열 변형이

거의 없어 모재의 기계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용접스패터 대폭 감소 및 독창적인 아

크스타트회로개발을채택하였다.

또한, 혼합가스(MAG)를 사용하면 품질 높은 용접성을

얻을 수 있으며 소형.경량화(36kg)로 이동이 편리하고 출

장용접에 적당하다. 그리고 입력전압(220/380V)을 간편하

게 절환할 수 있고, 적용 용접봉은 0.8, 0.9, 1.0, 1.2mm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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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용접기, 신제품『인버터CO2 / MAG 용접기300SC』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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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직 하진 용접 시 용접속도가증가한다.

㈜선진용접기는 신제품 300SC 출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용접성이 우수한 고품질 용접기의 다양한

신제품을선보일예정이다.

■About  SUNJINWELD Co., Ltd. - ㈜선진용접기에대하여

㈜선진용접기는 산업기계의 고품질화에 따른 용접기술

혁신으로 국내 용접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창조 의지로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용접기

제조업체입니다. 

"열정을 쉼 없이 불어 넣어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하자"

라는 비전 아래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생

각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한 순간도 노

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든든한 신용을 바탕으로 숙련

된 기술과 최상의 서비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입니다. 

■문의: (주)선진용접기☎ 032-578-2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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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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외 대표상품 텅스텐봉, 절단석, 게이지류, 흑유리 등으

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을지상사는 언제나 제

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고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

록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 문 의: 을지상사 ☎ 02-267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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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무역, 새로운시장을개척해나가는2D/3D 레이저마킹기출시
즘은 불편한 스티커 부착이 아닌 로고 및 그림, 글씨 등

을 반영구적으로 마킹한 다양한 제품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 적용 분야도 일반 플라스틱에서 부탁 단단

한 금속 및 고무. 세라믹 등 적용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지산무역은 레이저용접기 및 플라즈마절단기, 각종 용접

보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산무역(CEO: 문

기주/www.jisantrade.com)에서 3세대 2D 레이저 마킹 시스

템 JS-FL/FLR과 고도의 정밀화된 3D 레이저 마킹기 JS-

FL3D 시리즈를 선보였다. 

기존의 사용자들에게 인정받은 레이저용접기 OR Series

LSP 120/160/200/300W와 함께 레이저 마킹 시스템에도

큰 이슈를일으킬것으로기대된다. 

■2D Laser Marking Machine JS-FL/FLR  

지산무역이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기존에 사용 되던

전통램프 펌프 방식의 1세대와 반도체 레이저 마킹 시스

템 2세대 보다 3~10배 향상된 3세대 레이저 마킹 시스템

JS-FL/FLR은 고품질의 화이버 레이저소스와 가장 안정

적이고 빠른 스캐너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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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레이저 빔 퀄리티와 긴 수명을 자랑하며 더욱 정교해

지고 정확한 위치에 마킹이 가능해졌다. 부드럽고 촘촘하

며깊은마킹이필요한모든곳에사용할 수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과 운영과정을 탑재한 통합

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랜 수명과 안정성으로 특

별한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

다. 또한 강력한 마킹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Corel draw,

AutoCAD, Photoshop과 호환이 가능하며, SHX, TTF 폰트

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코드, 시리얼넘버, 배치넘버,

날짜인쇄, 바코드, 이차원 코드, 자동번호 건너뛰기 등 다

양한기능들도지원하고있어활용도가매우높다. 

■3D Laser Marking Machine JS-FL3D 

JS-FL3D시리즈는 기존의 2D 화이버 레이저 마킹기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마킹이 가능하고 독창적인 디테일을 보

여준다. 어떠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정교하고 완벽한 마킹

이 가능하여 가장자리나 경사진 곳의 변형을 피해 작업

면에 완벽한 타겟 그래픽을 나타내 주며, 슬로프 및 원통

형, 구 모양 등 다양한 모양에서도 완벽한 3D 모양 마킹

이 가능하다. 

또한 고도의 정밀화된 3D 스캐너 및 3D에 최적화된 소프

트웨어 제어 시스템으로 어떠한 곡선의 표면에도 초점이

빗나가는 문제 없이 작업 할 수 있다. 핸드폰 키패드부터

전자부품, 전기 기구, 통신 기구, 안경, 보석, 차량 액세서

리 등 다양한 자재 및 제품의 사용이 가능하며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 문 의: 지산무역 ☎ 031-31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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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강열처리용어해설(JIG G 0201규격에의함)

철강의 열처리용어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JES서 제정되었

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유명 무실하게 되어 오랫동안 공백

기에 있었다. 최근에는 열처리가 공업계에 중요한 위치를 점

하게 되므로서 용어의 통일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열처리가

공기술에 관한 JIS (소준 및 소려, 고주파소입, 소둔, 소입, 소

둔, 질화소입, 소둔) 가 제정됨으로써, 그 요구는 높아졌으

리라 생각된다.

열처리 용어는 1969년 9월 (일본의 경우)에 제정되었다.(JIS

G 0201) 이 규격은 철강의 열처리에 관한 공업기술 용어를

주로 하여 학술용어로도 고려하고 있다. 용어의 의미는 물

리적인 정의보다도 오히려 공업적이 면에서 해설되고있다. 

용어는 ASM「Metals Handbook Vol1」과 일본철강 협회「강의

열처리」의 용어집을 참고한다. 열처리용어에 관한 규격은

과거에 BS와 DIN의 두가지가 있었다. 

(1) 일본(JIS)열처리용어의원칙

JIS열처리용어(전체 171용어)는 다음 5가지 원칙에 준하여

규정되고 있다.

①철강의 열처리용어와 철과 비철의 공통용어를 채택하였으

며비철관계만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②설비나 계측기 등에 관한 용어는 제외하였다.

③열간가공용어, 소성가공용어는 대상 외로 하였다.

④대응하는 영어는 영국어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⑤용어는 조건, 현상, 시험의 3가지로 구별하여 해설

(2) JIS 열처리용어의분류및배열

용어의분류, 배열은 표1과 같다.

(3) 문제점및양해사항

①소입: 영어로 quench hardening 또는 quenching 으로 통일

하였다. 소입을 hardening 이라 하는 수도 있으나 이는 경화

의 뜻으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입, 소둔을

영어로는 hardening and tempening 이 된다.

②등온변태: 종전의 항온변태는 등온변태로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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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열처리용어의분류및배열

철강의열처리에있어서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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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온은 등온의 표현이 되며 등온소입, 등온소둔, 등온

유지, 등온열처리, 등온금속으로 표현한다.

③) Sorbite: 종래의 sorbite에는 1차 sorbite(또는 소려 sorbite)

의 두 종료가 있는데, 이를 2차 sorbite (더만 sorbite라함)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sorbite란 용어가 현재 점차 사라져감으로, 현재는 그

대로 사용하되, 3년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④ Troostite; 종래의 troostite에는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1차 troostite(또는 소입 troostite 또는 결절상 troost)이다. 규격

에서는 1차 troostite(또는 결절상 troostite)는 없어지고, 모두

2차 troostite(다만 troostite라 함)를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troostite란 용어는 현재 차츰 사용되고 있지 않아 삭

제안도 있었으나 (sorbite와 같음) 현재단계에서는 현장용어

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되 3년 후에 재검토하

기로 하였다.

⑤ 소려 martensite: 소려의 제3단계 직전(약 20°C)까지 소

려처리된 martensite조직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martensite의 소려조직을 총칭한다.

⑥ Pearlite: pearlite의 냉각에 있어서 Arl변태에서 생성된

pearlite와 oementite의 층상조직을 말한다. 

냉각속도의 대소에 따라 층상조직에는 조밀조직이 생긴다.

광학현미경으로도 식별이 곤란할 정도의 조밀한 경우는 fine

pearlite(미세 pearlite)라 한다.

⑦Martempering: martemper라고 말하고 있으나, 원영어로

서는 martempering이다.

⑧침탄침실: 과거 침탄질화라고 불리던 용어로 질화는 질화

물의 생성을 동반하는 경우이며, 단순히 질소가 침투할 정도

라면 침질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채택하였다.

⑨ 응력제거소둔: 변형(strain)이란 영구변형량을 만한다. 이

소둔처리는 실은 strain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stress,

즉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둔이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stress

relieving이지 strain relieving은 아니다. stress(응력)와 strain(변

형)을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응력제거소둔으로

통일하였다.

⑩ 고용화열처리: 현장에서 쓰이는 말로서는 용제화열처리

이지만, stainless 및 내열가의 규격에서도 고용화열처리를 쓰

고있으므로고용화열처리로 하였다.

⑪조질: 소입후 비교적 높은 온도(약 400°C이상)에서 소려

처리하여 troostite 또는 sorbite 조직으로 만드는 조작을 조질

이라 하며, 저온소려는 조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⑫표면경화처리: 철강의 표면층을 경화시키기 위해 하는 침

탄소입,  질화 고주파소입, 화염소입 등의 조작을 말한다.

침탄소입에 의한 것은 표면강화(case hardening)라 하는 수가

있다.

(4) 열처리기호(JIS G 0201에의함) 표2. 참조)

비고 : 다른 가공방법의 기호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는첫째자리의기호(H)를생략하여도 좋다.

2. 경화층및탈탄층의측정방법

(1) 강의침탄경화층깊이측정방법 (KSD 0215)

이 규격은 강의 경화층 중에서 특히 침탄소입 또는 침탄침

질 소입처리한 경우의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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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열처리기호(JIS G 0201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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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강종: 침탄표면경화강(SM9CK, SM15CK, SM20CK,

SNC21, SNCM22, 23, 25, 26, SCr21, 22, 23, 24, SMn21,SMnC21)

②침탄처리: 가스침탄, 고체침탄, 액체침탄처리

③경화층깊이측정방법: 경도시험, 마크로조직시험, 화학분

석시험, 현미경조직시험 등에의한 방법이 있으나, 규격에서

는 경도 및 마크로조직시험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1) 용어의의미

① 유효경화층 깊이(Effective): 침탄(침질)후 소입처리상태

그대로, 또는 200̊ C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소려처리한 경화

층표면에서 vickers 경도 550(rockwell C 경도 50)점까지의 거

리를 말한다(ISO-2639-1973, Hv550,1Kg).

② 전체경화층 깊이 (Total): 침탄(침질)소입, 혹은 200°C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소려한 경화층의 표면에서 경화층과 소

지의 화학적 성질(마크로조직), 또는 물리적 성질(경도)의

차가 구별되지 않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③ 경도추이곡선: 경화층표면에서의 수직거리와 그점의 경

도와의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을 말한다.

2) 시험품

①원칙적으로 침탄품 자체의 것.

② 침탄품과 동일강종, 동일조건에서 처리된 것.

③ 전항에서 동일형상 치수의 것이 입수하기 곤란한 경우는

적당한 형상치수의 공시품을 채용한다(측정결과에 형상치수

의 부기함이 좋다)

④ 침탄후 소입하는 경우 탈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측정방법

ⓛ 경도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 절단면의 경도를 측

정하여 경도추이곡선을 작성하고 그 곡선에서 유효경화층

깊이 또는 전체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에는 vickers 경도시험기(microvickers)를 사용하며 시험하

중은 원칙적으로 0.3Kg(필요에 따라서는 0.1~10Kg을 사용하

여도 좋다)으로 하여 유효경화층 깊이를 측정한다.

② 마이크로조직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의 절단면을

저배율의 확대경으로서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대단히간편한 방법이다. 

유효경화층 깊이는 vickers경도 550에 상당하는 착색부분까지

의 표면에서의 수직거리를, 전체하층깊이는 소지와 차이나는

부분전체표면에서의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4) 표시

침탄경화 깊이는 mm로 나타내며, 소숫점 이하 한자리까지

로 한다.

(2) 강의화염소입및고주파소입경화층깊이측정방법

(JIS G 0599에의함)

이 규격은 강의 경화층 중 특히 화학성분의 변화가 없는 화

염소입 및 고주파소입을 한 경우의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대해규정한것이다.

1) 용어의의미

①유효경화층깊이 (Effective): 소입상태 그대로 또는 소입

소려(일반적으로 200°C이하)처리한 경화층의 표면에서 (표

2)에 규정하는 한계경도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또한

용도에 따라서는 높은 온도에서 소려처리하는 것도 있으므

로 (표3) 이외의 경도를 지정 또는 규정하는경우도있다.

비 고: 강의 탄소함유량은 측정하고자 하는 강의 규격에 규

정된 탄소함유량범위의중앙장치로한다.

②전체경화층깊이(Total): 경화층의 표면에서 경화층과 소

지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마크로조직)의 차이가

구별할 수 없는 점까지의 수직거리를말한다.

③ 경도추이곡선: 경화층 표면부터의 수직거리와 그 점의

경도와의관계를나타내는곡선을말한다.

2) 시험품

① 원칙적으로 화염소입 또는 고주파소입처리한 제품 자체

를사용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는 제품과 동일치수, 동일강종을 동일조건

에서 소입처리한 것을사용하여도된다.

3) 측정방법

ⓛ 경도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 절단면의 경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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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경도는 vickers

경도시험(microvickers를 포함, 시험하중 0.1~10Kg), 또는

rockwell C 경도로 한다. 

경도추이곡선을 작성하여 그 곡선에서 유효경화층 깊이 또

는 전체경화층 깊이를 측정한다. roll 등의 경우는 외주를 연

삭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때 표면에서 경도추이

곡선을 작성하면 더욱 좋다. 

②마이크로조직시험에의한측정방법: 시험품의 절단면을

저배율(20배 이하)의 확대경으로 경화 깊이를 결정하는 방

법으로대단히 간편한 방법이다.

4) 표시: 소입경화 깊이는 mm로 표시하고 소숫점 이하 한

자리까지한다.

(3) 철강의질화경화층깊이의측정방법

(일본열처리기술협회규격JSHS1001에의함)

이 규격은 철강의 질화강공에 의한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규정한 것이다.

1) 용어의의미

①전체경화층깊이(Total): 경화층의 표면에서 경화층과 소

지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현미경 조직)의 차가

구별되지 않는 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백색종).

② 실용경화층 깊이(Practical): 경화의 표면에서 소지의

vickers 경도보다 50높은 경도점까지, 또는 소지의 knoop 경도

치보다 50높은 점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③ 경도추이곡선: 경화경 표면에서의 수직거리와 경도와의

관계를표시하는 곡선을 말한다.

2) 시험품

①원칙적으로 제품 그대로 사용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는 제품과 동일재료, 동일표면사상 및 동일

조건으로 처리한 철강재를 사용하여도 좋다.

3) 측정방법

① 경도시험에 의한 측정방법: 시험품 절단면의 경도를 측

정하여 경화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경도는 vickers 경

도시험 [시험 하중 0.3㎏(2.942N)이하]에 의하는 것이 보편

적이며, knoop 경도시험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②현미경조직시험에의한측정방법: 피험면을 3%nital로 부

식하여 그 착색상황을 확대경 또는 현미경으로 조사한다.

4) 표시: 질화경화 깊이는 ㎜로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 두 자

리까지로 한다. 질화경화층이 얇은 경우는 ㎛로 표시해도 된

다. 이때는 수치말미에 단위기호를 표시한다.

(4) 강의질화층표면경도측정방법

(일본열처리기술협회규격JSHS 1002에의함)

이 규격은 강의 질화가공에 의한 경화층의 표면경도를 측정

하는방법을규정한다.

1) 용어의의미

① vickers표면경도: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측정한 vickers

경도를 말한다.

②knoop표면경도: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측정한 knoop경

도를 말한다.

③rockwell 15N 표면경도: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측정한

rockwell15N경도를 말한다.

④shore 표면경도: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측정한 shore경

도를 말한다.

⑤전체경화층깊이: 질화경화층의 표면에서 경층과 소지의

경도 혹은 조직의 차위가 구별되지 않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시험품

①원칙으로제품그대로사용한다.

② 제품과 동일재료, 동일표면 피니싱 및 동일조건으로 처리

한 lot를 대표하는 것.

3) 표면경도측정방법

①Vickers표면경도; 전체경화층 깊이가 약 0.5㎜이상의 시험

품에 적용한다.

②knoop표면경도: 전체경화층 깊이가 약 0.05㎜이상의 시험

품에 적용한다. 

③Rockwell 15N 표면경도: 전체경화 깊이가 약 0.1㎜이상의

시험품에 적용한다.

④vockwell C 표면경도:전체경화층 깊이가 약 0.03㎜이상의

시험품에 적용한다.

⑤Shore표면경도: 전체경화층 깊이가 약 0.03㎜이상의 시험

품에 적용한다.

(5) 강의탈탄층깊이측정방법(KS D0216)

강의 탈탄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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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조직시험, 경도시험, 화학분석시험, 불꽃시험, 줄시험,

파면시험, 부식시험 등에 의하는 방법이 잇다. 이들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현미경조직시험 및 경도시험에 의한 측

정방법이다. 따라서 이 규격에서도 이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

고있다. 

1) 용어의의미

①탈탄층: 강의 열간가공 또는 열처리에 의해 강표면층의

탄소농도가감소된 부분.

②전체탈탄층깊이(total): 탈탄층의 표면에서 탈탄층과 소

지의 화학적(현미경 조직) 또는 물리적 성질(결도)의 차이

가 구별되지 않는 점까지의 수직거리.

③ ferrite탈탄층깊이(Ferrite): 강의 표면부에 있어서 탈탄으

로 ferrite만으로 된 층표면에서의 수직거리.

④특정잔탄율탈탄층깊이(Specified): 어느 일정한 잔탄율

[소지의 탄소농도에 대해 잔존하고 있는 탄소농도의 비, 즉,

소지탄소량-탈탄소량/소지탄소량=잔존탄소량/소지탄소량]

를 가지는 부분에서 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때의

잔탄율은 조직에서 판단한다.

⑤ 실용탈탄량 깊이(Pratical): 실용상 필요 이하의 경도가

얻어지는점에서 표면까지의 수직거리.

2) 측정방법

①현미경조직시험에의한측정방법

시험품의 절단면을 부식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탈탄층

깊이를 특정하는 방법이다. 시험품의 표면에 수직하게 절단

한 면을 연마하여 피검면으로 한다.

㉠ 현미경에 의한 측정방법은 주조, 단조, 압연 그대로 수준

또는 소둔상태의 것에 적용한다. 

아공근장에서는 ferrite 와 pearlite, 과공근강에서는 pearlite와

초근탄화물의 표준조직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시험품은 원

칙적으로 제품자체를 사용한다.

㉡ 공식상태에서 표준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현

미경으로 측정한다. 표준조직 이외의 조직에서 탈탄층이 명

백히 판단되지 않을 때는, 그 탈탄층 깊이에 변화를 주지 않

도록 적당한 분위기 (진공 또는 연욕중 등) 에서 소둔처리

하여 판정하면 좋다. 공시재를 열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시재

의 일부를 연삭해서 평면으로 하여 열처리를 한 후,  이 면

에 대해 탈탄여부를 시험하고, 피검면의 탈탄층에 대한 영향

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는 수급양사 간의 협정에

의해 부득이 sorbite, troostite, bainite 등의 조직으로서 판정하

는 경우는 그 탄소농도보다 높이 판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점을충분히주의하여야한다.

㉢ 소입 소려후의 조직 상태에서는 탄소농도의 판정이 대단

히 어려우므로, 상술한 부위기 중에서 소입 또는 소둔처리하

여표준조직의상태에서판정하는것이좋다.

㉣ 구상화 수둔처리 강종 (베어링강,  공구강 등의 경우)에

서는 보통 구상화 소둔상태에서 측정하나 만약 이 상태에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기 분위기 중에서 소둔 또는 소

입처리하여 표준조직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좋다. BS(1965

년)에 의하면 구상화상태의 것은 760~9001°C에서 소둔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 현미경에 의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 (예로 stainless강, 내

열강,  고Mn강, 고합금공구강 등)는 원칙적으로 경도시험에

의하는 것이 요망되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 화학분석에 의

한 방법을이용하여도좋다. 

㉥ 공시재의 지름 또는 1변의 길이가 약 15㎜이하의 단면이

면 전단면을, 또한 이 보다 큰 것은 외주 약 20㎜를 포함하

도록 절단하여 피검면으로 하는것이좋다.

㉦ 피검면을 연마할 때 평면이 유지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합성수지등에매몰하여연마하는것이좋다.

㉧ 부식액은 강종에 따라 편리하도록 선택하여도 좋으나, 보

통의 강종에는 2~5%의 피크린산 알코올용액또는 1~5％초

산 알코올용액을 사용한다. 

㉨ 탈탄층 깊이는 조직의 면적율부터 판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point counting 또는 linear analysis로 측정하면 확실한 결

과가 얻어지나, 실제면에서는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탄소농

도의 변화를 표시하는 현미경조직 사진과 비교 대조하여, 눈

어림으로 판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있다.

㉩ 현미경측정의 배율은 수급양도간의 협정에 의해 결정되

나, 보통 표준조직 상태에서는 100배로 하는 것이 좋으며,

100배로서 판정이 어려운 조직(구상화소둔조직 등)에서는

100배 또는 500배로 판정하는 것이 좋다.

㉪ 현미경에는 눈금이 들어 잇는 접안경을 사용하여 측정하

는 것이 편리하다. 또는 screen glass에 투영하여 측정하거나

사진상으로 측정하여도좋다.

②경도시험에의한측정방법

시험품의 절단면에 대해 경도시험(Hv 또는 HrC)을 탈탄층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험품의 표면에 수직하게 절단

한 면을 연마하여피검면으로한다.

㉠ 강의 탈탄층 깊이를 경도시험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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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도추이곡선에 의한 측정방법과 실용탈탄층 깊이의

경도측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강종 및 공시상태의 공시재에 따라 측정방법을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하여, 이들 각 점에 대해서는 구급 양도간의 협

정에따르도록 한다.

㉡ 경도시험에 의한 측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소입상태 또는

소입소둔상태의 송시재에 적용하며 그 외의 상태에서 탈탄

층깊이가명백하지 않을 때는 소입처리를 해야한다. 

시험품은 원칙적으로 제품자체를 사용하며, 공시재의 지름

또는 1변의 길이가 약15㎜이하의 단면이면 전단면을 또한

이보다 큰 것은 외주 약 20㎜를 포함하도록 절단하여 피검

면으로 해야한다. 이 때 네 모서리의 귀부분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소입처리한 후 시험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위

를 하여야 한다. 질량초과가 예상되는 시험재에 대해서는

시험의 필요한 장소를 절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입가열에서는 탈탄층깊이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조

건에서 소입처리를 한다.  이 때문에 무산화분위기에 의한

가열이 필요하다. 가열시간은 탄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뜻에

서극히짧아야 한다.

㉣ 정확한 탈탄층 깊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작상 다음 주의

가필요하다.

•공시재의 절단 및 연마시 피검면의 경도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한다.

•피검면은 연마 중 평면이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경도시험기 및 시험하중은 측정방법, 강도, 경도, 탈탄층

깊이의 정도에 따라 적당히 선정할 것. 

•경도추이곡선을 작성하여, 이 곡선부터 전탈탄층 깊이를

결정한다. 경도추이곡선을 구하는, vickers정소경도시험기(하

중 0.1~1㎏의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면경도를 측정하는 데는, 표면에서의 거래측정현미경 또

는 micrometer vice, 기타 적당한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측정한다.

•과공시강의 경우는 표면층이 공시성분까지 탈탄되어도 소

지의 경도가 거의 변환하지 않으므로 경도시험에 의한 측

정방법보다는현미경조직에 의한 방법이 더욱좋다.

•실용탈탄층 깊이의 측정방법은 규격 이외에 실용탈탄층

깊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효한간편법이다. 

그 요령은 통상 공시재를 소입한 후 협정에 의한 일정한 깊

이까지 연소한 후 소입처리하여, 이 면의 경도를 측정하여

협정한 경도규격에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수급양자간에 사전협정이필요하다.

•다시 간편한 방법으로서, 경도시험기의 하중의 차에 의한

측정방법(예 MIL-S-18728참조)등이 있다.

③화학분석에의한측정방법

㉠ 화학분석에 의한 방법은 탈탄부분의 탄소농도변화를 넓

은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탈탄층 깊이의 연

구만이 아니라,  실용면에서도 이용되고 있으나, 국부적인

탈탄층 깊이의 측정은 곤란하다.

㉡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표면부에 부착되어 잇는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측정

에영향을주지않을정도의산세를한다.

•강표면부터 일정 깊이마다 bite로 절삭하여 분석시료를 채

취한다. 이때 절삭분시료의 탄소농도의 영향이 없도록 bite끝

의 현저한 마모나 탈락에 주의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절 삭

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강이 경하여 절삭하기 어려울 때는 탈탄층 깊이에 변화를

주지 않는 분위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온도로 소둔하여 절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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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표면에서의 전절삭 깊이는 예상되는 탈탄층의 깊이보

다 약간 많이 취할 필요가 있으나, 시료는 표면에서 내부로

향해 가능한 한 얇게 등간격(예로 0.1mm미만)으로 채취하여

야 한다

•각 채취시료마다 탄소량을 분석하여 탈탄층에서 소지의

탄소량이 나올 때까지, 탄소상추이곡선을 작성하여 탈탄층

깊이를측정한다.

3) 표시

탈탄층 깊이는 ㎜로 표시하며, 현미경에 의한 측정방법의 경

우는 소숫점 이하 두자리, 경도시험은 수숫점 이하 한 자리

까지로 한다. 

2. 철강열처리용어

1) 열처리일반

•열처리(heat treatment): 철강에 소요의 성질을 부여할 목

적으로 행하는 가열과 냉각의 여러 가지 조합

•광휘처리(bright heat treatment): 철강을 조호분위기 또는

진공중에서 열처리함으로써 표면의 고온산화 및 탈탄을 방

지하고, 표면광휘상태를 유지하는 열처리, 광휘풀림, 광휘불

림, 광휘담금질, 광휘뜨임 등이 있다.

•분위기조절열처리(controlled atmosphere heat  treatment):

노내의 분위기가스를 목적에 따라서 각각 조절하여 하는 열

처리, 분위기가스에는 산화성, 환원성, 부활성, 침탄성, 질화

성 등의 종류가 있다.

•가공열처리(thermomechanical treatment): 소성가공과 열처

리를 유기적으로 조합함으로써 강의 기계적 성질 등을 향상

시키는 조작. 준안정오스테아니트의 온도범위에서 소성가공

한 후 마르텐사이트변태를 하게 하는 오스포옴이 그 대표적

인것이고, 온간가공(warm working) 등도 포함한다.

•안정화처리(stabilizing treatment): 조직을 안정화하고 또는

부품의 형상, 치수의 경년변화를 막기 위하여 하는 열처리.

티탄 또는 니오브를 포함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텐레스강은

850~900°C의 온도범위로 적당한 시간동안 가열하여 티탄 또

는 니오브의 탄화물을 석출시켜 안정된 조직으로 하는 열처

리. 이것으로 임계부식은 일어나기 어렵게 된다.

•소우킹(soaking): 재료의 내외온도차를 이어지게 할 목적

으로 적당한 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 균열이라고도

한다.

•오스테나이트화(austenitizing): 철강을 변태역이상의 온도

로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로 하는 조작을 완전오스테나이트

화(complete austenitizing), 또는 변태온도역내의 온도로 가열

하는 것을부분오스케나이트화(partial austenitizing)라 한다.

•경화(hardening): 적당한 가온 냉각처리로 경고를 더하는

조작. 시효경화, 석출경화, 급냉경화, 표면경화 등의 종류가

있다.

•시이즈닝(seasoning): 주물의 주조내부응력을 제거하기 위

해 오랜시일방치하는조작.

•확산(diffusion): 물체 내부에서 장소에 따라 농도차가 있을

때농도가큰부분에서작은부분으로원자가이동하는현상.

•과열(overheat): 재료의 여러성질 손상되는 만큼의 고온도

까지 금속 또는 합금이 가열되는 것 뒤의 열처리나 기계가

공 또는 가공과 열처리의 조합작업인데, 원래 갖고 있던 여

러 성질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열은 버어닝

(burning)이라 한다.

•재결정(recrystallization): 냉각가공 등으로 소성왜곡을 받은

결정이 가열될 때 내부응력이 감소하는 과정에 이어서 왜곡

이 남아 있는 원결정립에서 내부왜곡이 없는 새로운 결정의

핵이 발생하여 그수가 더해지는 동시에 각각의 핵은 점차

성장하여 원결정립과 바뀌어 가는 현상. 재결정을 일으키는

온도를 재결정온도라 한다. 이 온도는 금속 및 합금의 순도

또는 조성, 결정내의 소성왜곡의 정도, 가열시간에 따라 현

저한 영향을 받는다.

•결정립조대화(grain growth coarsening): 다결정재를 고온으

로 가열함으로 결정립이커지는현상

•엔릿치가스(enriched gas): 침탄성 분위기의 카아본포텐샬

을 증가하기위해첨가하는탄화수소등의가스

•카아본포텐샬(carbon pontential): 강을 가영하는 분위기의

침탄능력의 표시어로 그 온도로 가의 탄소량과 평생시킬 대

의강표면의탄소농도를표시한다.

•노점(dew pioint): 분위기중의 수분이 응축하기 시작하는

온도, 가스침탄의 경우는 노점으로 카아본포펜텐샬을 조절할

수있다.

•탈탄(decarbornization): 탄소와 반응하는 분위기속에서 철

강을 가열할 때 표면에서 탄소가 상실되는 현상, 탈탄하고

있는 층을 탈탄층이라고 하며 이것에는 전탈탄층심도, 페라

이트탈탄층심도, 특정잔탄률탈탄층심도 실용탈탄회심도 등

이있다.

•백점(flake): 강재피면에 나타나는 백색광택을 갖는 변점.

저합금의 대형단강품 등에 자주 인정된다. 열간가공준의 냉

각과정에서 생기는 변태응력, 수소석출에 따를 내부왜곡 등

으로 유발되는내부균열이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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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취성(hydrogen embrittlement): 수소흉상로 금속 및 합

금의 취성이 저하되는 현상.

•색열취성(red shortness): 열간가공의 온도범위에서 일어나

는 취화현상

•청열취성(blue shortness): 강이 200~300°C부근에서 상온에

서 보다 연장강도가 경도가 커지고 연신교축이 낮고 여리게

되는현상.

•σ취화( embrittlement): σ상의 석출분이에 의해 생기는 취

화현상. σ상이란 20%이상 크롬을 함유하는 고크롬강이나 고

크롬니켈강 등에 나타나는 중간상, 오방정으로 단입취에 30

원자를 함유, 비자성으로 너무 굳어서 무르게 한다.

•경년변형(secular distortion): 실온에서 긴시일동안에 재료의

치수, 형상이 변화하는것.

•변태점(transformation temperation): 온도를 상승 또는 하

강시켰을 경우 등에 어떤상이 다른 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변태라 하며 변태가 생기는 온도를 변태점이라 한다. 철강에

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Accm점: 과공석강에 있어서, 가열시 시멘타이트가 오스

테나이트로 용입이 완료하는 온도.

·Ac₁점: 아공석강에 있어서, 가열시 철에서 철로, 또는 페

라이트에서 오스테나이트에의 변태가 완료하는온도.

·Ac₄점: 가열시 γ철에서 σ철로,또는 오스테나이트에서 δ페

아리트로 변태하는 온도.

·Arcm점: 과공석강에 있어 냉각시 시멘다이트가 오스테나

이트에서석출하기 시작하는 온도

·Ar'점: 냉각시 오스테나이트에서 체라이트+시멘타이트에

의 변태가 개시하는 온도.

·Ar₃점: 냉각시 γ철에서 α철로, 또는 오스테나이트에서 페

라이트로변태를 시작하는 온도.

·Ar₄점: 냉각시 δ철에서 γ철로, 또는 δ페라이트에서 오스테

나이트에 변태하는 온도.

·Aoam점: Ao₁점, Ao₃점, Ao₄점 : 평형상태에서 상기 각

변태온도.

·Ms점: 오스테아니트에서 마르텐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하

는온도, 냉각속도에 거의 무관계

한데 오스테나이트의 화학조성으로 결정되는 일정온도에 있

다,Ar'점이라고도 한다.

·Mf점: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에의 변태가 완료

되는 온도. Mf점에서는 반드시 오스테아니트가 전혀 소실한

다고는할수 없다.

•자기변태(magnetic transformation):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

에 또는 상자성체에서 강자성체로의 변화, 결정구조의 변화

는 따르지 않는다.

•α철(αiron): 911°C이하 온도에서 안정한 체심입방정순철

•δ철( δiron): 1392°C에서 용융점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안

정한체심입방정순철

•페라이트(ferrite): α철 고용체 및 δ철 고용체에 붙인 조직

상의명칭, δ철의 고용체를 δ페라이트라고 한다.

•초석페라이트(pro-eutectoid ferrite): 아공석강을 고온에서

냉각할 대 공석변태에 앞서 오스테나이트에서 석출하는 석

출하는페라이트.

•실리코페라이트(silico ferrite): 주철 및 하단주철과 같이 다

량의 규소를 함유하는페라이트.

•철(iron): 911°C부터 1392°C의 온도범위에서 안정한 면심입

방정의 순철.

•오스테나이트(autenite): γ철의 고용체에 붙인 조직상 명칭

•고용체(solid solution): 한 고체에 다른 원소가 균일히 용입

되어 생긴단이고체

•공정(eutectic): 냉각과정에서 한 용액에서 두 개 이상의

고상이 고루 혼합한 조직에의 변화 또는 그 반응으로 생긴

조직.

•공석(eutectoid): 냉각고정에서 한 용액에 두 개 이상의 고

상이 고루 혼합한 조직에의 변태 또는 그 변태로 생긴 조직.

평행상태에서도 공석 성분보다 합금원소농도가 적을 때에

는아공석, 많을때에는 과공석이라 한다.

•석출(precipitation): 고용체에서 이상의 결정이 분리성장하

는 현상.

•편석(segregation): 합금원소나 불순물의 불균일분포.

•띠장조직(banded struture): 압연 또는 단신방향으로, 평형

으로 늘어선 편석조직.

•탄화물(carbide): 탄소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속원소와

화합물.  특히 둘 이상의 금속

원소를 필요성분으로 하는 것을 복탄화물(double carbide)라

한다.

•시멘타이트(cementite): 철과 탄소의 화합물인데 화학식

은 근사적으로 Fe₃C로 표시한다.

•초석 시멘타이트(pro-eutectoid cementite): 과공석강을 고온

에서 냉각할 때 공석변태에 앞서 오스테나이트에서 석출하

는시멘타이트.

•퍼얼라이트(pearlite): 오스테나이트의 냉각시 Ar1변태에서

생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층상조직, 냉각속도의 대소에

따라 층상조직에는 소밀(疏密)이 생긴다. 광학현미경으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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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곤란할 만큼 빈틈이 없을 경우는 미세 퍼얼라이트(fine

pearlite)라 한다.

•결정립도(grain size number): 다결정체의 단위면적 또는

단위 체적당 립수로 표시한 결정립의 크기 단위.

•오스테나이트결정립도(austenite grain size):오스테나이트상

태에서의 결정립의 크기를 말하며 보통립도번호로 표시한다.

•페라이트결정립도(ferrite grain size): 페라이트조직의 결정

립의 크기를 말하며 보통립도번호로 표시한다.

•위드맨스타텐조직(widmanstatten structure): 원래의 γ고용

내부 특성이 결정에 다른 기하학적 모양을 나타내는 냉각변

태조직.

•쌍정(twin): 한 결정립속에 결정격자의 구조는 같으나 어

느 일정면(쌍정면이라 함)을 경계로 원래의 결정격자에 대

해 경명대칭이 되어 있는 결정, 일반적인 금속에 볼 수 있

는 쌍정의 종류는 변형쌍정, 변태쌍정 및 풀림쌍이 있다.

•풀림쌍정(annealing twin): 오스테나이트강을 풀림하여 재

결정시킬때자주 나타나는 쌍정.

•공정흑연(eutectic graphite): 기단주철이 풀림이전에 이미

백주철(백철) 속에 존재하는 흑연(모틀)

•편장흑연(graphite flake): 쥐색주철중에 생기는 편장의 흑

연으로 장미장 흑연, 공장흑연도 이것에 합한다.

•구장흑연(spheroidal graphite): 마그네슘 등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구장흑연주철에 생기는 치밀한 구장의 흑연인데, 평

골한 윤곽을 가지고 있다.

2) 불림및풀림

•불림(normalizing): 철강의 전가공의 영향을 제거하고, 결정

립을 미세화하여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Ac₃점 또

는 Accam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 , 보통은 공

기중에서 냉각하는 조작.

•풀림(annealing): 철강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고 그온도

로 유지한 후 서냉하는 조작. 그 목적 내부 응력의 제거, 경

도의 저하, 피삭성의 향상. 냉각가공성의 개선, 경도의 저하,

피삭성의 향상, 냉각가공성의 개선, 결정조직의 조정, 또는

소요의 기계적, 물리적 또는 기타의 성질을 얻는 것 등이다.

•완전풀림(full annealing): 철강을 Ac₃점(亞共新鋼)  또는

Ac₁(過共新鋼)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고 그 온도에 충분한

시간유지를 한 후 극히 서서히 냉각하여 이것을 연화하는

풀림.

•연화풀림(softening): 경도를 균일하게 저하하고 뒤의 소성

가공 또는 절삭가공을 용역케 하기 위해 Ac₁점의 상 또는

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하는 풀림.

•응력제법풀림(stress relieving): 철강을 변태점이하의 적당

한 온도로 가열 유지하여 단조, 주조, 기계가공, 용접 등으

로 생긴 잔류응력을 제법하는 풀림.

•저온풀림(low temperature annealing): 내부응력의 저감 또

는 연화를 목적으로 Ac₁점이하에서 하는 풀림, 재결정온도

이하에서 할 때도 있다.

•확산풀림(homegenizing): 강을 확산으로 균질화하기 위해

Ac₃점 또는 Accm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행하는

풀림.

•구장화풀림(spheroridzing): 소성가공, 절삭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또는 기계적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철강중의 탄화물

을구상화하는풀림

•등온풀림(isothermal annealing) 철강을 Ac₃점 (亞共新鋼)

또는 Ac₁(過共新鋼)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 Ac₃점

이하의 비교적 급속히 퍼얼라이트변태가 진행하는 오스테나

이트를 페라이트와 탄화물로 변태시켜 비교적 단시간에 연

화하는풀림. 사이클 어니얼링이라고도 한다.

•중간풀림(process annealing):

·냉각가공으로 경화한 강을 연화하고, 이어서 행하는 냉각

가공을 쉽게 할 목적으로, 재결정온도이하 Ac₃점이하 적당

한 온도로 행하는풀림.

·단강정의 제조공정 중 최종열처리에 1회 내지 수회로 나

누어 행하는 풀림 처리로 인터메디어트 어니얼링(intemediate

annealing)라고도 한다.

•상형풀림(box annealing): 풀림시의 표면산화를 막기 위하

여 철강을 밀폐한용기속에넣어서해하는풀림.

•가단화풀림(malleablizing): 자주철(백철)의 화합탄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장시간 가열에 의해 흑연화하고 또는 표면

에서탈탄시켜끈적한주철을얻기위해행하는풀림.

•흑연화풀림(graphitizing): 철강의 탄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흑연으로 변화케하기위한풀림.

•제1단풀림(first stage annealing): 제1단 흑연화를 위한 풀림.

•제2단풀림(second stage annealing): 제2단 흑연화를 위한

풀림.

•자비풀림(pro-baking): 백주철(백철)의 흑연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리 Ac₃점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행하는풀림.

•탈탄풀림(decarburizing annealing): 철강의 표면에서 탄소를

제거하여 연성을 주기위한풀림.

•제 1단흑연화(first stage graphitization): 가단주철을 제소시

공석시멘타이트가 뜨임탄소(템퍼카아본)와 페라이트로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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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현상.

•제 2단흑연화(second stage graphitization): 가단주철을 제조

시, 공석시멘타이트가 뜨임탄소(템퍼카아본)와 페라이트로

분해하는 현상.

•회복(recovery): 냉간의 소성변형에 의해 생긴 내부응력이

저온풀림의결과로 제거하는것.

•구장탄화물(globular carbide): 탄화물이 구장으로 된것.

•구장시멘타이트(globular cementite): 시멘타이트가 구상으

로 된것.

•뜨임탄소(temper carbon): 백주철(백철)의 흑연화 풀림에

의해 석출한 흑연.

•흑연화(graphitization): 시멘타이트가 고온에서 분해하여

시멘타이트주의 탄소가 흑연이

되는것. 흑연화에는 제 1단흑연화와 제 2단흑연화가 있다.  

3) 담금질뜨임및시효

•담금질(quenching):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 급냉하여 경

화하는 조작. 또 급속히 냉각하는 조작을 말할 때도 있다.

•물담금질(water hardening): 냉각제에 물을 사용하여 하는

담금질.

•기름담금질(oil quenching): 냉각제에 기름을 사용하여 하

는 담금질.

•열욕담금질(hot quenching): 냉각제에 적당한 온도로 유지

한 열욕(용융금속, 용융염, 기름 등)을 사용하여 이 열욕에

적당한 시간을 유지한 후 들어 올려서 공냉하는담금질.

•속욕담금질(salt bath quenching): 용융점을 사용하는 열욕

담금질.

•공기담금질(air hardening): 공기중에서 냉각하는 담금질.

•분사담금질(spray quenching): 냉각제를 분사하여 행하는

담금질.

•분무담금질(fog quenching): 무상의 냉각액 중에서 행하는

담금질.

•계단담금질(interrupted quenching): 강을 담금질할 때에 왜

곡의 발생이나 담금질균열을 막고 또한 담금질 후의 성질을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 페라이트 및 퍼얼러이트 생성 온도

이하로 급냉하고, 또한 마르텐사이트 생성온도보다 높은 온

도에 있는 사이에 냉각제에서 끌어 올려 그대로 대기 중에

방냉하든가, 또는 적당한 매제중에서 냉각하는 조작.

•시간담금질(time quenching): 냉각제중에 적당한 시간을

유지한 후 담금질의 재료를 끌어 올리는 방법에 의한 계단

담금질.

•프레스담금질(press quenching): 프레스 한 상태에서 행하

는 담금질.

•부분담금질(selective quenching): 부품의 각부에 소요의 성

질을 부여하기 위하여국부적으로하는담금질.

•베이나이트담금질(bainite quenching): 베이나이트를 얻게

하는 담금질. 

•경화담금질(slack quenching):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 담

금질하여 강을 경화하는 과정으로 각각의 강의 임계냉각속

도보다 좀 늦은 속도로 냉각하는 담금질. 이때 강은 완전 경

화되지 않고 마르텐사이트 외에 또는 마르텐사이트로 변하

여 1종 또는 그 이상의 변태생성물이 생긴다. 

•단조담금질(ausforging):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담금질하고,

그대로 즉시 하는 담금질. 단조담금질에는 안정오스테아니트

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준안정오스테아니트상태에서 행하는

두종류가있다.

•마르템퍼(martempering): 철강을 담금질할 때 왜곡발생과

담금질균열을 막고 또한 적당한 담금질 조직을 얻기 위하여

마르텐사이트 생성온도역의 상부 또는 그것보다 좀 놓은 온

도로 유지한 냉각재 중에 담금질하여 각부가 같이 그 온도

가 되기까지 유지한 후 서냉하는 조작. 마르켄칭

(marquenching)이라고도 한다.

•서브제로처리(subzero cooling): 철강을 0°C이하의 저온도로

냉각하는 조작.

•오스텐퍼(austempering): 철강에 강도와 점도를 주고 또는

왜곡발생 및 열처리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Ac₃점 또는 Ac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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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 그 온도로 안정한 오스테나

이트조직으로 한 것을 변태저지하여 그대로 페라이트 및 퍼

얼라이트 생성온도 이하, 마르텐사이트 생성온도 이사의 적

당한 온도범위로 유지한 냉각제 중에 급냉, 그 온도로 변태

를 완료시킨 후 실온까지 적당히 냉각하는 조작.

•패텐팅(patenting): 중탄소강 또는 고탄소강의 강선의 제조

공정중에 인발가공을 쉽게 하는 동시 가공에 의해 우수한

성질을 주기 위해 적당한 조직을 얻는 조작. 즉 오스텐나이

트화한 후 미리 Ac₁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 (주로 약 500°C)

로 유지한 용융점 또는 용융염욕중에서 급냉하고 다시 상온

까지 저공냉하는 조작이다. 때로는 오스테아니트화한 후 공

냉하기도하고, 이 경우는 특히 공기패턴팅이라 한다. 이 공

기 패턴팅에 대해 연중에서 행하는 경우 연패텐팅(lead

patenting)이라 한다.

•뜨임(tempering): 담금질로 생긴 조직을 변태 또는 석출을

진행시켜 안정한 조직에 접근시켜, 소요성질 및 상태를 주기

위하여 Ac₁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 냉각하는 조작.

불림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

•반복뜨임(repeated tempering): 고합금강, 고속도공구강과

같이 1회의 뜨임으로 효과가 충분히 오르지 않을 때 뜨임을

2~3회 반복하는 조작.

•조질(thermal refining): 담금질 후 비교적 높은 온도(대략

400°C이하)로 뜨임하여 트루스타이트 또는 솔바이트 조직으

로하는조작.

•시효(ageing): 급냉 또는 냉간가공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의 성질(예컨대 경도)등이 변화하는 현상. 시효조작에 사

용할 때도 있다. 담금질시효, 왜곡시효 등이 있다. 또 실온에

서 진행하는 시효를 자연시효(natural ageing), 실온이상의 적

당한 온도로 가열할 때의 시효를 인공시효(artifical ageing)라

고 한다.

•담금질시효(quench ageing): 고온에서 급냉한 철강을 실온

또는 보다 조금 놓은 온도로 유지하였을 때 생기는 시효.

•과시효(overageing): 경도 등 성질이 최고로 되는 온도와

시간보다높은 온도 또는 긴 시간에서 일어나는 시효.

•고용화열처리(solution treatment): 강의 합금성분을 고용체

에 용해하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충분한 시간을 고용체

에 용해하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충분한 시간 유지하고,

급냉하여 그 석출을 저지하는 조작.

•과냉(supercooling): 변태나 석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지

하여 변태점 이하 또는 용해도선 이하의 온도로 냉각하는

조작.

•수인(water toughening): 고망간강 등을 고용화온도에서 수

중 급냉하여완전한오스테아니트조직을얻는조작.

•예민화열처리(sensitization): 오스테이트계 스텐레스강의 입

계부식시험을 하기 위하여 450~850°C의 온도범위로 가열하

여 입계부식에 민감한조직상태로하는열처리.

•오스에이징(austenageing): 과냉오스테나이트를 Ms점 이상

의 온도로 시효하는 처리. 예컨대 어떤 종류의 석출경화형스

텐레스강(17~7pH)에 대해 Ms점의 조정 등의 목적으로 행

한다.

•마르에이징(marageing): 저탄소 합금마르텐사이트를 시효

에 의해 경화하는조작. 

•블루잉(blueing): 강의 외관 및 내식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당한 온도의 공기, 수증기, 또는 화학약품에 바래서 그 표

면에 철의 산화물피막을 생기게 하는 조작, 또는 냉간가공으

로 스프링형성후의 내부응력을 감소하고 탄성을 높일 목적

으로 행하는 저온가열. 표면은 가열온도로 황색 또는 청색으

로 변환한다.

•담금질성(hardenabulity): 철강을 담금질 경화시킨 경우의

담금질의 용역도, 즉 담금질의 심도와 경도분포를 지배하는

성능, 담금질성은 보통 담금질심도의 대소로 비교하나 그것

에는 담금질성 시험방법(일단담금질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

리하다. 그 밖에도 쉐파드 P-F시험, SAC 담금질성시험 등이

있다. 

•담금질성밴드(hardenability band): 동일 강종의 화학성분

및 결정입도의 편석에 의한 담금질성곡선의 편석범위를 밴

드로 표시한 것. 이것을 H밴드(hardenability band)라고 한다.

H밴드가 정해진 강을 H강이라 한다.

•담금질성배수(multiplyong factor): 합금원소를 첨가할 때의

임계직경과 첨가하지 않을 때의 임계직경과의 비. 담금질성

배수는 대체로 합금원소의 첨가량과함께증가한다.

•질량효과(mass effect): 질량 및 단면치수의 대소로 열처리

효과가 다른 비율. 재료의 크기에 의한 열처리효과의 차이

가 큰것을질량효과가크다고한다.

•자경성(self hardening property): 담금질 온도로 공기 중에

서 냉각하는 정도라도 쉽게 마르텐사이트가 생겨 경화하는

성질.

•냉각능(cocling power): 담금질에 사용되는 냉각제의 냉각

능력. H의 값으로 나타낼수 있다

•임계냉각속도(critical cooling rate): 철강의 담금질시, 마르텐

사이트변태가 생기기에 필요한 최소의 냉각속도, 마르텐사이

트가 비로서 생기는 최소의 냉각속도를 하부임계냉각속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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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마르텐사이트만 되는 최소의 냉각속도를 상부임계냉각

속라한다.

•임계직경(critical diameter): 주어진 냉각속도에 대해, 중심

부가 특정의 마르텐사이트량이 되는 강재의 직경(기호 :Dc),

통상 50%마르텐사이트가 사용된다.

•이상임계직경(idea critical diameter): 이상담금질(담금질재

의 냉각능을 최대라고 가상한 경우의 담금질)한 때 중심부

가 50%마르텐사이트로 되는 임계직경,  통상 D₁로 표시. 담

금질성의 비교기준이 됨. 

•등온변태(isothermal transforamtion): 철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점이하의 임의 온도까지 급냉하여 그 온도로 유

지한경우에 생기는 변태

•등온변태곡선(isothermal transforamtion diagram): 철강의 등

온변태의 양성을 종축에 온도, 횡축에 시간에 대수 눈금으로

표시한 것. IT곡선, TTT곡선 또는 S곡선이라고 함.

•연속냉각변태곡선(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fram):

철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냉각한 경우에

생기는 변태양성을 종축에 온도, 횡축에 시간(대수눈금)으로

표시한 것. CCT곡선이라고도 함.

•오스테나이트의 안정화(stabilization of austenite): 오스테나이트

가 안정화되어 마르텐사이트에의 변태가 생기기 어렵게 하

는현상.

•잔류응력(resrdual stress): 외력 또는 열구배가 없는 상태에

서 금속내부에 남아 있는 응력

열처리시에 재료의 내외부에서 냉각속도의 차에 의한 열응

력 또는 변태응력이 생기고, 이것이 합성되어 내부에 응력이

잔류한다. 또 냉간가공에 의해서도 잔류응력이 생긴다.

•담금질응력(quenching stress): 담금질에서 생기는 잔류응

력. 담금질응력에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기인하는 열응력과

변태응력이있고 대체로 양자가 조합되어 생긴다.

•담금질변형(quenching distortion): 담금질에 의해 생기는 현

상 또는 치수의 빗나감.

•담금질균열(quenching cracking): 담금질시에 담금질시에

담금질응력에 생기는 균열.

•시이즌균열(season cracking): 담금질 또는 담금질 뜨임한

철강이 방치중에 생기는 균열, 자연균열이라고도 함.

•연점(soft spot): 담금질에서 국부적으로 완전하게 경화하

지않는부분.

•뜨임경화(temper hardening): 뜨임에서 경화하는 현상. 

•이차경화(secondary hardening): 합금강이 어느 정도에서

뜨임함으로 얻게 되는 경도인데, 그 강을 그것보다 저온에서

뜨임했을 대 얻는경도보다높아지는현상.

•뜨임취성(temper brittleness): 담금질한 강을 어느 정도 뜨

임온도로 유지한 경우, 또는 뜨임온도에서 서냉한 경우, 취

성파괴가 생기기 쉽게 되는 현상. 500°C전후의 뜨임에서 생

기는 1차 뜨임취성 및 더욱 높은 온도의 뜨임후의 서냉에서

생기는 2차 뜨임취성을 고온뜨임취성이라 하며 300°C전후의

온도로 드임한 경우에 볼 수 있는 뜨임 취성을 저온취성이

라한다.

•뜨임균열(tempering crack): 담금질의 철강을 뜨임 할 때

급열, 또는 조직변화 때문에 생기는 균열.

•뜨임색깔(temper color): 뜨임시에 강의 표면에 나타나는

산화막의 색. 

•시효경화(age hardening): 급냉 또는 냉간 가공한 철강이

시효로 경화하는현상.

•석출경화(precipitation hardening): 과포화고용체에서, 탄화

물이나 금속간 화합물 등 이상이 석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복원(reversion): 시효경화한 후에, 시효온도보다 좀 높은

온도로 단시간 가열하므로써 거의 시효전의 성질에 되돌아

가서연화하는현상.

•준안정오스테나이트(metastable austenite): 철강의 Ao₁점보

다 낮은 온도범위에서 존재하는 미변태의 오스테나이트, 과

냉오스테나이트라고도 한다.

•잔류오스테나이트(retained austenite): 담금질된 철강중에

서, 오스테나이트의 1부가 변태하지 않고 남은 것.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오스테나이트를 급냉한 경우에

Ms점이하의 온도에서 변태하여 생기는 침장조직. 원래의 오

스테나이트와 같은 화학조성을 갖는 체심정방정 또는 체심

정방정의 고용체(또는 м라 약기 하는 일이 있다.) 마르텐사

이트는 오스테나이트의 조정변형에의해생기는일도있다.

•뜨임마르텐사이트(tempered martensite): 뜨임의 제3단계

직전( 및 250℃)까지 뜨임된 마르텐사이트 조직. 광의로는,

마르텐사이트의 뜨임조직을 말한다.

•트루스타이트(troostite): 마르텐사이트를 뜨임한 때 생기는

조직인데, 광학현미경으로 식별이 안될 만큼 미세한 페라이

트와탄화물로되는극히부식하기쉬운조직.

•솔바이트(sorbite): 오스테나이트를 좀 고온도로 뜨임하여

탄화물이 입상으로 석출성장한 페라이트와 탄화물의 혼합조

직, 이때의 탄화물은 약 400배의 광학현미경 아래에서 인정.

•베이나이트(bainite): 오스테나이트의 냉각 변태생물의 하

나로, 퍼얼라이트 생성온도와 마르텐사이트 생성온도(Ms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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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중간의 온도범위에서 생긴 것. 현미경적으로는 퍼얼라

이트 생성온도 가까이에서 생성된 것은 침장을 표시할 때가

많다. 전자를 상부베이나이트(upper bainite), 후자의 하부베이

나이트(lower bainite)라 한다.

•과포화고용체(supersaturated solid solution): 어느 온도에서,

그 상태도가 표시하는 비율이상으로 용질이 용해된 고용체,

보통 고온에서 급냉으로 얻게 된다.

•담금질성곡선(hardenability curve): 담금질성 시험방법(일

단담금질법)으로 구한 수냉단에서의 거리와 경도관계를 표

시한곡선.

•U곡선(U curve): 철강의 원계시료를 만들고, 이것을 담금

질하여 횡단명의 경도분포를 직경에 대해 표시할 때 얻는 U

자상곡선.

4)표면경화처리및표면처리

•표면경화처리(surface hardening): 철강의 표면층을 경화하

기 위하여 행하는 침탄담금질, 질화, 고주파 담금질, 염단금

질 등의 조작.

•고주파 담금질(inductions hardening): 고주파전류에 의한

유도가열작용으로 하는 담금질, 주로 철강의 임의의 표면 또

는 부분을 담금질 할 때에 사용한다.

•염담금질(flame hardening): 염으로 직접 가열하여 행하는

담금질. 주로 철강의 임의의 표면을 담금질시에사용한다.

•침탄(cardurizing): 강의 표면층 탄소량을 증가키 위해,  침

탄재 중에서 가열처리하는 조작. 침탄재종류에 의해 고체침

탄, 액체침탄 및 가스침탄으로 나눈다. 또한 침탄한 강은 담

금질.뜨임하여 사용한다. 이 처리를 표면강화(case hardening)

라고도 한다.

•완화침탄(mild carburizing): 과잉침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탄성이 의한 침탄재 중에서 행하는 침탄.

•부탄(recaburization): 강의 탈탄층의 탄소량을 원래의 탄소

량에회복하기 위하여 행하는 침탄처리.

•침탄침질(carbonitriding): 강 표면층에 탄소 및 질소를 동

시에 확산시키는 조작, 침탄질화라고도 한다. 처리방법에는,

침탄성가스에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하는 가스침탄침질 및

청산염을 향유하는 염욕중에서 행하는 액체침탄 침질이 있

다. 또한 침탄침질한 강은 담금질·뜨임을 하여 사용한다.

•질화(nitriding): 철강의 표면층에 질소를 확산시켜 표면층

을 경화하는 조작 처리방법에는 암모니아분해가스에 의한

가스질화및청산염에 의한 액체질화 .

•직접담금질(direct quenching): 강을 침탄처리후, 그대로 담

금질온도까지 냉각하여 즉시 행하는담금질.

•일차담금질(qrimary quenching): 침탄한 강을 심부의 조직

을 미세화하기 위해, 심부의 Ac1점이상의 적당한 침도로 가

열한 후, 행하는 담금질.

•이차담금질(secondary quenching): 침탄한 강의 침탄층을

경화할 목적으로 일차담금질후 침탄층의 Ac1점이상의 적당

한 온도로 가열하여 행하는 담금질.

•시멘테이션(cementation): 금속재료의 표면층의 경도 또는

내열내직성의 향상을 위해, 고온도의 각종 매제중에서 다른

원소를 표면에확산시키는조작.

•알루미나이징(aluminzing): 강의 내열성 및 내식성을 증가

하기 위하여, 용융알루미늄욕에 침지하여, 강의 표면을 알루

미늄으로 피복하는 조작.

•갈바나이징(galvanizing): 강의 내식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용융아연욕에 침지하여, 강의 표면을 아연으로 피복하는 조

작. 또 유산연용액중에서 전기도금으로 아연을 피복하는 경

우도있다.

•칼로라이징(calorizing): 강의 내열성 및 내식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분말알루미늄 또는 이것을 함유하는 혼합분말중에서

강을가열하여, 그 표면에 알루미늄을 확산시키는조작.

•크로마이징(chromizing): 철강의 내식성을 증가하기 위하

여, 고온에서 철강표면에 크롬을 확산시키는 조작.

•침유(sulphurizing): 철강을 함유황 용중에서 가열하여, 그

표면에 유황을 확산시키는 조작. 이것에 의해 마찰계수가 저

하한다.

•침규(siliconizing): 규소를 강의 표면에 확산시켜, 내식성피

막을 만드는 조작.

•쉐라다이징(sheradizing): 분말아연 또는 이것을 함유한 혼

합분말중에서 철강을 가열하여, 그 표면에 아연을 확산시켜

내식성피막을 만드는조작.

•수증기처리(steam treatment): 담금질. 뜨임을 행한 고합금

공구강을 550℃부근에서 증기처리하고 표면에 사삼산화철을

생성하는처리, 이 처리에 의해 윤활능력을 높힌다.

•과잉침탄(excess carburizing): 침탄층탄소량이 목표치이상

의 되는 현상.

•담금질 경화중심도(hardenign depth): 담금질로 경화하는

심도, 고주파담금질 또는 화염담금질로 강화하는 심도에 대

해서는유효경화층심도및전경화심도가규정되어있다.

•침탄경화층심도(case depth): 강을 침탄하여 담금질·뜨임

하여 강화시킨 침탄층심도를 말하며 유효경화층 심도 및 전

경화층심도가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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