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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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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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of Company

고객맞춤형자동화용접공구개발업체㈜스핀들코리아

(주)스핀들코리아 대표이사 김 호 경

*World's Newbuilding orders

2016 수주전년대비40% 수준의흉년-2017년신조선보리고개예상

•국내조선산업2016년신조선추정수주현황

•국내조선업체2016년신조선추정수주현황

•2016년 국내조선업체신조선추정수주현황

•2016년11월말기준수주잔량통계

*Prees of Welding Expo

끝이보이지않는불황에새로운“틈새시장”과“이업종”분야로시장개척

The 5th iWELDEX 2018 + The 10th Metal & Thermo Process 2018

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 제10회국제주.단조와열처리&공업로설비산업전

2018년5월23일~25일(3일간) 서해안시대‘요충지’인천에서개최

*Briefing News

•(주)웰드웰가볍고편리한포터블자동절단/면취기장비출시

•(주)삼호용접기쉽고간편한자동화용접와이어피더선보이다. 

*용접관련동정2016.11

조선업경쟁력강화방안발표앞두고‘설왕설래’... 용접산업지속적인불황?

•정부산하기관.단체 관련업계동정

•조선ㆍ해양관련업체동정및이모저모

•토목건축ㆍ플랜트관련업계동정

•금속관련관련업계동정

*Information

월간용접저널정기구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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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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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및절단토치의연구개발은쉼없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오로지한길만가고있는성도산업을지켜봐주십시오!

※PLASMA CUTTING / WELDING / GOUGING
※MIG PART
※ TIG PART / TIG FILLER (와이어자동송급기)
※WELDING ACCESSARY

본사: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장로29번길16
TEL: 051-328-4908  FAX: 051-327-9085
PHONE: 010-3870-4908
http://www.sunshine2000.co.kr

성도산업
SUNGDO INDUSTRIAL CO., LTD.

CERAMIC NOZZLE PLASMA PART

TIG TORCH AIR & GAS PLASMA PART

PLASMA WELDING PART - 300A ~ 500A, 150A, 70A TIG SMALL PART - 16Φ, 25Φ, 32Φ, 45Φ

와이어자동송급기(Wire Auto Feeder) SDF-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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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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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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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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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010-6354-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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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월간금속&용접저널2017. 01         

■스핀들코리아의대한소개를부탁한다

스핀들코리아는 1986년에 연사기용 스핀들 제작으로 시작

하였다. 파이프에 와셔를 넣어 용접을 하기 위해선 수작

업으로 작업해야 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

해 자동화 용접 장비로 개발하게 되면서 2000년도에 본격

적으로 자동 용접 공구를 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60종

류가 넘는 용접 자동화 공구들을 만들고 있다. 턴테이블,

포지셔너, 터닝롤러, 메니플레이트 등 다양한 용접 자동화

제품을 만드는 곳은 스핀들코리아 뿐이다. 

■개발하고만들어온제품은무엇인가?

플렌지 용접, 파이프용접, 직선 용접에 대한 자동화 장비

를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장비들을 직접 개발해 주고 있다. 현대 중공업 발전 설비

에 들어가는 맞춤형 장비를 개발하여 기존의 하루가 걸

리던 작업을 자동화 장비로 대체하면서 45분 만에 일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제품은 단

한대만을 만들더라도 필요한 기능에 맞춰 설계하고 만들

어 준다.

고객맞춤형자동화용접공구개발업체(주)스핀들코리아
(주)스핀들코리아 대표이사 김 호 경

국내조선산업과산업경기악화는용접시장에적지않은타격을주고있다. 용접제품을생산하는기업은장기화되

는경기불황에대비할준비를해야할것이다. 인건비의부담을줄이고생산속도를향상을위한자동화용접설비는

위기를벗어날해결책이될것이다. 

용접저널에서는오랫동안자동화공구및장비를개발해오면서최고의기술력을보여주며, 맞춤형자동화용접공구

를개발해온스핀들코리아(www.sktm.co.kr)의김호경대표를만나보았다. 

interview of Company

취재·정리 / 김가람기자(Kim Ga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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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고객이 원하

는 제품의 용접 위치와 방식이 다르고, 용접재료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한다. 

용접을 할 때 생기는 어려운 점 개선과 성능 효율을 위한

장비를 제작해 주고 있다. 용접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

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장비를 제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산업분야나 납품처가 있지는 않다. 

■다양한장비를개발하는기술노하우가있다면?

스핀들코리아에서는 제품의 모든 파트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사실 고객

들에게 인정받기까지 고생이 많았다. 

지금은 개발 장비들이 완성단계를 거처 안정화되어 생산

되고 있지만 단 한번 만들어 보고 폐기한 제품들도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힘이 들더라도 이와 같은 노력이 스핀들코리아만

의 순수 기술력을 가지게 하였고, 외산 제품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도 보장되며, 품질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핀들코리아의제품에강점은무엇인가?

용접기술자들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기업이 가지는 부담

이 커졌다. 스핀들코리아의 용접 자동화 공구들은 기존의

3명이 할 일을 한 사람만으로 용접 작업이 가능하다. 기

술자가 하루 종일 작업해도 완료가 안 되던 작업도 스위

치 작동만 시켜주면 용접이 빠르게 이루어져 시간 단축

과 인건비 감소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장비의 부착된 구매품이나 부품 등 A/S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파트에 충격을 받거나 마모가 되어 고장이 나지 않

도록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냈다. 스핀들코리아의 제품

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잔 고장이 나지 않아 번거롭게

A/S를 요청할 일이 없다. 

■향후스핀들코리아의개발방향은?

interview of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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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면서 응용기술을 가지고 항

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도 제품을 인정받으면서 베트남의 현지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새롭게 개발한 장비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구매품으로 사

용하던 실린더의 피스톤에 문제가 많아 직접 유압펌프를

개발하게 되었다.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유압펌프는 메이

커 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소재의 열처리 기술의 따라 부품의 내마모성이나 휨, 부

러짐 방지가 판가름 되기 때문이다. 스핀들코리아는 유압

기름 속에 펌프가 마모되지 않도록 일반 소재를 열처리

하는 특허기술을 개발하였다. 향후에 개발된 유압펌프로

공작기계를 직접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대만 업체에게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스핀들코리아는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 기업들에

게 인정을 받아 왔다. 오랫동안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개

발해오면서 노하우가 쌓아지면서 당장의 결과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술 개발

의 투자하여 기술력을 축적해 나아 갈 생각이다.

■문의: 스핀들코리아 ☎055-329-4802 

interview of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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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조선업체들의 2016년 11월까지의발주량이 1048만 CGT로전년대비 28%수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고조

선업계는밝혔다. 또한국내수주잔량은2046만CGT를기록했는데이는13년5개월만에최저수준이다. 

2016년세계신조선수주는전년대비50%에미치지못하는흉작을기록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국내2016년신

조선수주는전년대비40%에도수준으로수주절벽으로2017년신조선수주가뭄은보리고개로예상된다. 

그나마일부중소조선소는지난해말조선업‘수주절벽’대응으로사업비3조2,000억원규모의추경예산중에서순

찰선, 경비정, 연안여객선, 대형카페리여객선, 어업지도등약 50척의선박을조기발주영향으로조금은숨통이트

이는듯하다. 또한‘연안선박현대화이차보전사업’으로2017년에 1,250억원규모의연안선박건조자금대출을영

세한선사의선박현대화를지원하고, 침체된국내조선업을활성화하고자사업자(해운법상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

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가국내조선소에서선박을건조할경우건조자금의대출이자일부를정부예산으

로지원하게된다.

이러한영향으로 2017년수주가뭄의보리고개로예상되지만숨넘어가지않을정도의일감이확보될것으로예상

되고있다. 조선산업의침체가지속적으로회복되지못하면서세계는물론국내조선업계들이이침체를극복하기위

해많은노력을하고있지만, 경기회복이우선시되지않고서는자력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다.

2017년조선, 철강산업의전망이매우비관적이지만, 지난12월삼성중공업과대우조선해양플랜트수주가오랜침묵

을깨고수주소식을알린것이시발점이되어이침체가빠르게회복되길희망해본다.

☞월간금속&용접저널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국내외언론보도자료등을

근거로작성된것으로, 타기관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2016 신조선수주전년대비40% 수준의흉년2017년신조선가뭄보리고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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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6년국내주요조선산업현황

1. 국내조선산업2016년신조선추정수주현황

“메탈넷코리아(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한 국내 조선산업의 2016년 신조선 추정 수주는

154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월 4척, 2월 4척, 3월 7척, 4월

1척, 5월 23척, 6월 12척, 7월 6척, 8월 13척, 9월 23척, 10월

30척, 11월 6척, 12월 26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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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Gas Carrier 4척(720,000 CBM), Tanker

Carrier 8척(1,575,400 DWT), 7월 Tanker Carrier 4척

(1,236,000DWT), Bulker Carrier 1척(50,000DWT), 31,000GT

Ro-Pax Vessels 1척, 8월 Tanker Carrier 8척(974,500 DWT),

Coast guard vessel 5척, 9월 Gas Carrier 2척(60,000 CBM),

Tanker Carrier 19척(1,423,500 DWT), Other vessels 2척, 10월

Tanker Carrier 18척(1,423,500 DWT), Other vessels(순찰선,

군함, 구축함) 12척, 11월에는 Tanker Carrier 5척(333,500

2017. 01 월간금속&용접저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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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내조선소2014-2015년대비2016년월별추정수주현황추이(옵션포함)

표1. 국내조선소선종별수주현황(옵션포함- 2016년12월30일기준)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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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4

2

2

17

1

0

1

3

4

7

2

5

2

12

1

12

34

4

4

7

12

8

2

8

19

18

5

8

95

4

4

7

1

23

12

5

13

23

30

6

26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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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 Other vessels(군함) 1척, 12월에는 Gas Carrier 2척

(15,000CBM), Tanker Carrier 8척(400,000 DWT), Container

Ship 4척(57,600 TEU), Other vessels(경비정.군함.순찰선

등) 12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2 참조)

2016년 선박 종류별 추정 수주 내용을 보면 총 154척 중

Gas Carrier 17척(1,987,000CBM), Tanker Carrier 95척

(9,539,900 DWT), Bulker Carrier 1척(50,000 DWT), Container

Ship 7척(101,100 TEU), Other vessels 34척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국내 조선 업체의 신조선 추정 수주는 총 154척으

로 2014년 대비 550척의 28% 수준이고 20, 15년 대비 432

척의 약 36% 수준으로 2010년 383척, 2011년 322척, 2012년

253척, 2013년 388척, 2014년 550척 2015년 432척, 2016년 154

척으로 이는 “메탈넷코리아”에서 2010년 수주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2016년 국내 조선산업의 신조선 추정 수주금액을 보면 총

US$ 10,671 Million 중에서 1월 US$ 182 Million, 2월 US$

205 Million, 3월 US$ 262 Million, 4월 US$ 75 Million, 5월

US$ 1,723 Million, 6월 US$ 1,246 Million. 7월 US$ 679

Million, 8월 US$ 385.5 Million, 9월 US$ 1,780.5 Million, 10

월 US$ 1,562 Million, 11월 US$ 269 Million, 12월 US$

2,301 Million 을 수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5년

US$ 33,218.20 Million 대비 3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다.(표 3,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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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014-2015년도대비2016년선종별추정신조선수주비교(옵션포함)

표2. 국내조선소선종별수주량추이(옵션포함- 2016년12월30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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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84,000

808,000

720,000

0

0

360,000

0

0

15,000

1,987,000

342,000

416,000

437,800

0

653,000

1,575,400

636,000

974,500

1,423,500

2,348,200

333,500

400,000

9,539,900

0

0

0

0

0

0

50,000

0

0

0

0

0

50,000

0

0

0

0

43,500

0

0

0

0

0

0

57,600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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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2014-2015년도대비2016년선종별추정수주량비교(옵션포함) 

그림4. 국내조선소2010년이후년도별추정수주추이(옵션포함)

표3. 국내조선소선종및월별추정수주금액(옵션포함 / Unit: US$-Million )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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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

940.00

740.00

380.00

78.00

2,213.00

20.00

20.00

390.00

440.00

830.00

480.00

40.50

662.00

649.00

100.00

1,509.00

3,440.50

182.00

205.00

262.00

393.00

506.00

179.00

345.00

739.50

913.00

169.00

274.00

4,167.50

182.00

205.00

262.00

75.00

1,723.00

1,246.00

679.00

385.50

1,781.50

1,562.00

269.00

2,301.00

10,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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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조선업체2016년신조선추정수주현황

(1) 국내조선업체별12월신조선추정수주현황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 해외 언

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한 10월의 국내 조선업체 신조

선 수주 현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방위산업청으로부터

3,000ton Submarine 1척, Frigate Batch-II 2척과 이란의 IRI니

사로부터 14,400TEU Container Ship 4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India의 Fox Petroleum사로부터 300,000㎥

LNG-FSRU 1기를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Greece의 Maran Gas Maritime사로부터

173,400㎥ LNG-FSRU(incl. option of 2 LNG vessels)를 590

Million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Norway의 Hoegh LNG Holdings로부터

170,000㎥ LNG-FSRU 4기(1+3option) LOI를 체결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Germany의 Bernhard Schulte사호부터

7,500㎥(7,000dwt) LNG Bunkering 2척(1+1option)을 척당

39 Million에 수주하고 Iranian의 IRI니사로부터 50,000dwt

Tanker Carrier 6척을 척당 35 Million에 수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더불어 현대미포조선 Vinashin은 Greece의

Central Mare사로부터 50,000dwt Tanker Carrier 2척을 수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방위산업청으로 부터 landing

ship fast(LSF-II) 2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Mastek 중공업은 정부로부터 어업지도선 1500 ton 4척과

1470 ton 2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내조선업체별2016년신조선추정수주현황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 해외 언

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한 국내 조선 업체별 2016년 신

조선 추정 수주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중공업은 총 39척 중 Gas Carrier 5척(804,000 CBM),

Tanker Carrier 23척(3,149,200 DWT), Container Ships 4척

(57,600 TEU), Other vessels(잠수함, 구축함 등) 7척을 수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총 11척 중 Gas Carrier 4척(720,000 CBM),

Tanker Carrier 6척(1,911,400 DWT), Other vessels 1척을 수

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총 11척 중

Gas Carrier 2척(360,000 CBM), Tanker Carrier 9척(1,111,000

DWT)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35척 중 Gas Carrier 6척(103,000 CBM),

Tanker Carrier 24척(1,180,000 DWT), Bulker Carrier 1척

(50,000 DWT), Container Ships 3척(43,500 TEU), Other

vessels 1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총 14척 중 115,000dwt Tanker Carrier 4척

(2+2option)과 Other vessels(경비정, 상륙함 등) 10척을 수

주한 것으로 보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은 317,000dwt VLCC

Tanker Carrier 2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

동조선해양은 75,000dwt VLCC Tanker Carrier 4척

(2+2option)과 115,000dwt Tanker Carrier 2척(1+1option)으로

총 6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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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2015년대비2016년추정신조선수주금액(옵션포함 / Unit: US$-Million)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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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은 Tanker Carrier 4척을 수주한 것으로 보이며

대선조선은 Tanker Carrier 10척과 Car ferry 1,200 passenger

ship 1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연수중공업은 6,600WT Tanker Carrier 3척, Samkang

M&T는 6,600dwt Small Tanker Carrie 3척, 삼원중공업은

Indonesia Coast Guard에서 Coast guard vessel 5척, 강남조선

은 4,700dwt product carrier 1척과 Coast guard patrol ship 3척

을 수주한 것으로 보이며 Mastek중공업은 어업지도선

1500 ton/1470 ton 6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STX와 SPP조선해양은 2016년 수주 내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6, 표 4-5 참조)

(3) 국내조선업체2016년Offshore Rig 추정수주현황

“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

기관, Shipbrokers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한

국내 조선산업의 2016년 신조선 추정 수주는 154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월 4척, 2월 4척, 3월 7척, 4월 1척, 5월

23척, 6월 12척, 7월 6척, 8월 13척, 9월 23척, 10월 30척, 11

월 6척, 12월 26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조선소 신조선 추정 수주 내용을 보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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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국내조선업체2015도대비2016년신조선추정수주량비교(옵션포함)

표4. 국내조선업체선종별수주현황 (신조선옵션포함- 2016년12월30일기준)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HHI

DSME

SHI

HMD

HSHI

STX O&S

Sungdong

HHIC

DaeHan

DaeSun

SPP

Other Yard

Ship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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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2

6

0

0

17

1

1

4

0

0

3

0

0

7

7

1

0

1

10

1

14

34

23

6

9

24

2

6

4

4

10

7

95

39

11

11

35

2

0

6

14

4

11

0

2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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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조선업체2016년Offshore Rig 추정수주현황

2016년 국내 조선산업은 수주절벽에서 해양플랜트분야는

고난의 행진의 시간이 보냈다. 신조선 수주의 최악에서

해양플랜트의 미래도 어둡기만 하다.

메탈넷코리아에서(월간 금속&용접저널)이 수주 통계 시

작한 2010년 12기, 2011년 15기, 2012년 31기, 2013년 9기,

2014년 14기, 2015년 14기, 2016년 8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수주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의 2016년 Offshore Rig 추정 수주 현황을 보

면 대우중공업은 Teekay Corporation로부터 LNG-FSU 1기

와 Maran Gas Maritime로부터 173,400㎥ LNG-FSRU( incl.

option of 2 LNG vessels)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삼성중업은 BP사로부터 Semi-FPU, Semi Floating

Production Unit 1기와 Hoegh LNG Holdings로부터 170,000

㎥ LNG-FSRU 4기(1+3option) LOI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

며 현대중공업은 인도의 Fox Petroleum사로부터 300,000㎥

LNG-FSRU 1기를 수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7,

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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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국내조선업체선종별수주량(신조선옵션포함- 2016년12월30일기준)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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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00

103,000

1,987,000

3,149,200

1,911,400

1,111,000

1,180,000

634,000

530,000

460,000

460,000

60,000

44,300

9,539,900

50,000

50,000

57,600

43,500

101,100

그림7. 국내조선소2010년이후년도별Offshore Rig 추정수주추이(옵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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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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I

HHI

HHI

HHI

HHI

HHI

HHI

HHI

HHI

HHI

HHI

HHI

HHI

HHI

HHI

HHI

DSME

DSME

DSME

DSME

SHI

SHI

SHI

SHI

SHI

HMD

HMD-Vinashin

HMD

HMD

HMD

HMD

HMD

HMD

HMD-Vinashin

HMD

HMD-Vinashin

HMD

HSHI

HHIC Subic

HHIC

NO Shipyard Delivery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Minerva Marine

Ditas-Denizcili

Arab Maritime(AMPTC)

Unique Shipping

AMPTC

SK Shipping

Royal New Zealand Navy

Enterprises Ship &Trading 

Sun Enterprises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Euronav

Enterprises Shipping

Korea Coast Guard 

Republic of Korea Navy

IRI니

Republic of Korea Navy

Maran Gas

Maran Tankers

BW Group

Republic of Korea Navy

GasLog

KLC(Korea Line)

Viken Shipping

Viken Shipping

Nordic American Tankers 

ASP Group

Latvian Shipping

Stealth Gas

Super-Eco Tankers 

Iranian

Ilshin Shipping 

Weidong Ferry

Navig8

Central Shipping

Bernhard Schulte

Central Mare

IRI니

Almi Tankers

Eastern Pacific Shipping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f Korea

Greece

Turkey

Kuwait

Hong Kong

Kuwait

Korea

New Zealand

Greece

Greece

Philippines

Belgium

Greece 

Korea

Korea

Iranian

Korea

Greece

Greece

Singapore

Korea

Greece 

Korea

Norway

Norway

Norway

Australia

Latvian

Greece

Greece

Iranian

Korea

China

Singapore

Monaco

Germany

Greece

Iranian

Greece

Singapore

Korea

2

2

2

1

2

4

1

2

4

2

4

5

1

1

4

2

4

4

2

1

2

2

2

2

3

2

2

4

2

3

1

1

8

2

2

2

6

2

4

5

2017

2018

2017

2017

2018

2019

2019

2018

2018

2019

2018

2018

2023

2020

2018-19

2020

2019

2019

2018

2020

2018

2018

2018

2018

2018

2017

2018

2017

2017-18

2018-20

2017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19

2018

2018

2020

158,000DWT Tanker Carrier

158,000DWT Tanker Carrier

159,000dwt Tanker Carrier - ICE 1C

84,000cbm Gas Carrier(VLGC)

158,000dwt Tanker Carrier - LR3

180,000cbm Membrane type(2+2option)

23,000-tonne Naval tanker 

158.000dwt Tanker Carrier(LOI stage)

115,000dwt Tanker Carrier(2+2option) LOI

3000ton Frigate

158,600dwt Tanker Carrier(2+2option)

158,000dwt Tanker Carrier(2+3option)

Patrol boat 3,000ton

Submarine  3,000ton 

14,400TEU(148,000dwt) Container Ship

2,800Ton Frigate Batc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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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850dwt VLCC (2+2option)

318,000DWT  VLCC Tanker Carrier

Frigate

180,000cbm LNG Carrier

50,000dwt MR Tanker Carrier

113,000dwt Tanker Carrier

157,000dwt Tanker Carrier

157,000dwt Tanke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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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DWT Tanker Carrier

22,000cbm SP FR LPG 

40,000dwt Tanker Carrier

14,500TEU Container Ship

50,000DWT  Bulker carriers

31,000GT Ro-Pax

50,000dwt Tanker Carrier(2+2+2+2option)  LOI

50,000dwt Tanker Carrier(1+1option)

7,500㎥ LNG Bunkering(1+1option)

50,000dwt Tanker Carrier

50,000dwt Tanker Carrier

317,000dwt VLCC Tanker Carrier

115,000dwt Tanker Carrier(2+2option)

Patrol comba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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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국내조선업체추정Offshore Rig 수주현황 (옵션포함- 2016년12월30일기준)
*출처: 월간해양과조선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1

2

3

4

5

DSME

SHI

HHI

DSME

SHI

NO Shipyard Monthly 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Teekay Corporation

BP

Fox Petroleum

Maran Gas Maritime

Hoegh LNG Holdings

Canada

UK

India

Greece

Norway

1

1

1

1

4

Feb

Oct

Dec

Dec

Dec

Offshore Rig Total of 2016 8 Rig

LNG-FSU

Semi-FPU, Semi Floating Production Unit 

300,000㎥ LNG-FSRU

173,400㎥ LNG-FSRU - incl. option of 2 LNG vessels

170,000㎥ LNG-FSRU - LOI(1+3option)

표6. 국내조선업체추정신조선수주현황 (신조선옵션포함- 2016년12월30일기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HHIC

HHIC

SUNGDONG

SUNGDONG

Daehan

Daehan

Daesun

Dae Sun 

Dae Sun 

Dae Sun 

DaeSun 

DaeSun 

DaeSun 

Yeunso

Samkang M&T

Samwon

Kangnam

Kangnam

Mastek

Mastek

NO Shipyard Delivery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Republic of Korea Navy

Republic of Korea Navy

Tsakos

Vision Tankers

Enesel

Byzantine Maritime 

Viken Crude AS

HNCC Co.

Heung-A Shipping

KSS Line

Hana Marine

Hanil Express

Sambu Shipping

Woomin Shipping

Woomin Shipping

Indonesia Coast Guard

Doora Logistics

Korea Coast Guard

Government

Government

Korea

Korea

Greece

Greece 

Greece

Greece 

Norway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Indonesia

Korea

Korea

Greece

Korea

3

2

4

2

2

2

2

1

2

3

1

1

1

3

3

5

1

3

4

2

2019

2020

2018

2018

2017

2017

2018

2017

2018

2018

2018

2018

2017

2017-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Total By Vessel of Mar 2016 154 Ships

200ton Patrol killer medium

landing ship fast(LSF-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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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00dwt Tanker Carrier(1+1option)

115,000dwt Tanker Carrier - Tier II Design 

115,000dwt Tanker Carrier(1+1option)

13,000DWT Tanker Carrier

3,500dwt Stainless Steel tankers

6,500dwt Stainless Steel tankers

3,500dwt Stainless Steel tankers

3,500dwt Tanker Carrier

Car ferry 1,200 passenger ship 

3,500DWT chemical tanker

6,600WT Tanker Carrier

6,600dwt Small Tanker Carrier

Coast guard vessel

4,700dwt product carrier

Coast guard patrol ship

National fishing instruction line 1500 ton

National fishing instruction line 1470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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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계 주요 조선업계 수주소식

1. 2016년 11월말 기준 수주잔량 통계

영국 조선ㆍ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World Shipyard

Monitor 자료를 살펴보면, 야드별 수주잔량 30위권 안에

든 업체가 중국업체가 13, 일본업체가 9, 한국업체가 6, 독

일과 이탈리아업체가 각각 1개업체로 나타나고 있다. 지

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 클락슨자료를 살펴본 결과

수주잔량이 거의 모든 업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3국중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표 8-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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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각조선소(야드)의총수주잔량 (2016년11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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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3

2

3

2

16

6

2

3

3

4

1

2

6

2

5

3

2

2

2

1

2

4

3

4

1

South Korea

South Korea

Japan

South Korea

China

China

China

China

South Korea

Italy

Japan

China

China

Germany

South Korea

Japan

China

China

South Korea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South Korea

China

China

China

Japan

China

Other (276groups) 

TOTAL (306groups) 

126

172

231

93

162

121

77

150

118

56

69

50

113

18

50

102

41

92

38

86

71

25

56

71

40

50

127

46

49

52

1,744

4,318

16,692

24,832

31,471

10,231

13,772

11,395

17,522

10,381

4,714

452

8,797

4,541

7,470

203

4,612

6.400

8.649

4,799

4.564

2.782

6,406

1,419

6,277

3,645

4,381

2,399

554

3,962

4,119

3,119

55,393

274,202

7,967

7,675

6,735

4,662

3,825

3,159

3,081

2,761

2,622

2,436

2,426

2,343

2,236

2,212

1,942

1,767

1,578

1,564

1,483

1,483

1,453

1,446

1,406

1,194

1,014

1,008

1,000

928

976

894

24,932

100,192

Daewoo(DSME) 

Hyundai HI 

Imabari Shipbuilding

Samsung HI 

China COSCO Shipping

Yangzijiang Holdings 

Shanghai Waigaoqiao 

Tsuneishi Holdings  

Hyundai Mipo

Fincantieri 

Japan Marine United 

Hudong Zhonghua 

CSSC Offshore Marine

Meyer Neptun 

STX Offshore & SB 

Oshima S.B. Co. 

DSIC Group

China Merchants Grp

HHIC 

Shin Kurushima Group

Namura Zosensho 

Mitsubishi H.I.

New Century SB Group

Onomichi Dockyd

Sungdong SB 

Yangfan Group  

Fujian Shipbuilding

Sinopacific Group

Mitsui Eng & SB

Chengxi Ship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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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Orders Report

한국(옥포)

한국(거제)

한국(울산)

중국(Shanghai)

한국(삼호)

중국(Taizhou)

일본(Saijo)

한국(울산)

중국 (Shanghai)

독일(Papenburg)

일본(Oshima)

일본(Nagasaki)

일본(Hiroshima)

중국(Dalian)

필리핀(Subic Bay)

일본(Imabari)

프랑스(Nazaire)

중국(Jingjiang)

일본(Marugame)

중국(Jiangdu)

중국(Zhoushan)

중국(Nantong)

일본(Kure)

필리핀(Cebu)

일본(Imari)

일본(Onomich)

중국(Guangzhou)

일본(Sakaide)

이탈리아(Venice)

중국(Qingdao)

일본(Kumamoto)

중국(Nanjing)

일본(Fukuyama)

중국(Zhoushan)

한국(통영)

필란드(Turku)

중국(Guangzhou)

이탈리아(Monfalcone)

중국(Zhoushan)

일본(Onishi)

중국(Taizhou)

일본(Tsu)

중국(Taixing)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hanghai Waigaoqiao

현대삼호조선

Jiangsu New YZJ 

Imabari SB Saijo

현대미포조선

Hudong Zhonghua

Meyer Werft

Oshima S.B. Co. 

MHI Nagasaki

Imabari SB Hiroshima

Dalian Shipbuilding

HHIC-Phil. Inc. 

Imabari Shipbuilding

STX 프랑스

New Times S.B. 

Imabari SB Marugame

CIC (Jiangsu) 

Jinhai Heavy Ind 

Nantong Cosco KHI 

JMU Kure Shipyard

Tsuneishi Cebu

Namura Shipbuilding 

Onomichi Dockyd

CSSC Offshore Marine

Kawasaki HI Sakaide

Fincantieri Marghera

Beihai Shipyard

JMU Ariake Shipyard

CSC Jinling Shipyard

Tsuneishi Zosen

Teuneishi Zhoushan

성동조선해양

Meyer Turku

Huangpu Wenchong

Fincantieri Monfalco

Zhejiang Yangfan

Shin Kurushima

Taizhou Sanfu

JMU Tsu Shipyard

Yangzi Xinfu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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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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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640

672

540

594

1,000

420

380

360

504

535

990

378

550

550

211

-

588

600

580

510

500

508

450

450

215

200

450

334

530

620

320

330

450

460

365

360

350

500

311

600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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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106

104

31

89

76

92

125

80

100

59

96

135

43

-

106

80

136

120

80

80

60

70

43

36

75

54

133

85

60

55

40

135

80

96

56

45

47

78

75

-

9,723

8,712

12,340

5,140

5,863

2,574

2,505

3,274

2,083

71

2,489

1,672

2,247

6,057

2,995

748

20

3,425

1,596

1,236

2,956

2,128

1,378

1,961

2,373

574

1,375

1,410

21

1,826

1,583

1,505

2,784

1,598

4,946

8

1,031

22

1,196

709

645

2,230

1,493

3,061

2,972

3,796

856

1,784

700

417

1,904

646

372

663

673

451

1,131

625

259

254

647

587

364

555

452

323

413

406

186

475

453

219

290

325

485

670

385

1,021

109

480

241

427

375

233

377

363

31

31

50

16

35

30

8

81

14

2

37

1

9

23

16

16

-

14

13

19

6

21

15

17

19

7

10

-

-

8

8

21

12

17

18

1

30

1

23

11

4

10

6

4,335

3,068

5,224

3,306

3,850

2,094

1,580

3,274

1,114

24

2,336

86

1,358

3,096

1,428

709

-

1,297

822

1,051

959

1,686

911

1,083

1,076

422

509

-

-

1,826

1,542

1,243

1,008

1,108

2,275

8

510

12

927

356

216

1,243

707

1,830

1,820

2,491

585

1,491

614

263

1,904

591

309

633

99

430

887

625

232

-

503

321

314

170

412

254

290

297

120

216

-

-

290

258

400

236

293

504

109

368

140

379

236

71

245

311

95

73

72

65

58

85

34

75

37

11

85

21

23

29

25

65

7

41

29

34

23

22

19

50

35

47

36

14

7

20

19

39

35

42

29

6

55

5

34

34

51

11

13

12,228

8,771

8,807

14,819

9,173

6,581

6,443

2,674

2,823

115

5,334

1,270

3,554

6,726

3,756

2,959

95

4,734

3,706

3,419

3,211

4,460

2,160

2,965

4,208

2,643

2,188

947

40

5,510

4,905

2,018

3,155

2,672

3,163

56

1,255

44

1,086

1,358

1,223

1,252

2,298

6,552

3,792

3,652

2,650

2,295

1,984

1,959

1,680

1,591

1,590

1,470

1,298

1,247

1,158

1,154

1,153

1,068

1,063

1,037

1,001

940

899

883

840

836

818

798

792

785

784

775

771

756

751

728

717

716

701

684

680

658

600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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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수주잔량(CGT)으로 본 세계 조선순위(1~146위 - 2016년 11월말 기준)   

* Source: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중국(Shanghai)

중국(Zhoushan)

중국(Weihai)

중국(Taizhou)

중국(Dalian)

중국(Zhoushan)

중국(Wuxi)

한국(군산)

한국(진해)

베트남(Nha Trang)

한국(해남)

루마니아(Mangalia)

한국(부산)

한국(부산)

한국(사천)

한국(고성)

SCS Shipbuilding

COSCO Zhoushan

AVIC Weihai Shipyard

Taizhou Kouan SB

Dalian COSCO KHI

Zhejiang Ouhua SB

Chengxi Shipyd. 

현대중공업

STX 조선해양

현대비나신

대한조선

대우-망갈리아

대선조선

한진중공업

SPP 조선해양

STX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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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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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539

389

200

700

340

330

700

385

380

460

360

191

302

310

430

44

45

46

47

48

49

50

52

54

58

70

77

88

115

145

146

106

68

50

36

80

42

54

115

74

65

72

60

34

50

86

70

2,970

881

462

1,030

1,037

772

1,772

2,835

5,082

821

2,219

1,218

487

1,189

1,402

560

461

268

168

272

77

282

516

512

1,238

311

417

290

212

587

679

211

2

9

2

12

6

17

31

15

29

14

5

5

8

4

28

3

221

601

76

416

618

649

1,772

2,491

1,504

750

626

560

128

510

1,402

560

92

160

27

172

130

269

516

473

881

311

135

171

93

96

679

211

10

23

29

31

14

25

30

12

21

19

11

10

18

7

4

3

1,293

1,443

932

1,634

2,378

894

1,393

2,663

1,311

1,132

1,520

1,214

265

441

201

480

544

534

531

496

495

472

463

431

421

406

309

268

219

151

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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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넷코리아(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는 서남해안.대불

공단.평택아산공단.안산공단.시화공단.남동공단.경서공단의

주요 산업군인 자동차, 철강, 강구조, 조립금속 항만, 건설

등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 인천에서 용접.절단.레이저.금속

가공설비의 새로운“이업종”및“틈새시장”의 마케팅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전력적 전시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자 2018년 5월 23일(수)~25일(금) 3일간 서해안-황해권의

중심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

이저설비산업전”과“제10회국제주.단조와열처리및공업로설

비산업전”이 개최된다.

세계적인 유가 하락과 불경기로 인하여 그동안 용접.절단.

레이저 설비산업의 최대 시장인 국내외 조선.해양 및 석

유화학 플랜트산업의 경기 불황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새로운“이업종”및“틈새시장”분야로 영업활동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2018년 5월 23일(수)~25일(금) 3일간 개최하

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 산업분야

이외 홍보에 주력하는 바이어 유치 분야인“이업종 시장”

은 방위산업, 화력발전, 건설장비산업, 우주항공산업, 자동

차부품, 농기계산업, 수리조선, 요트.보트산업, 해양레이저

산업, 석유화학플랜트, 양식업시설 등이 있으며“틈새시

장”은 자동차수리, 농기계수리, 상하수도공사, 철탑공사,

종교시설, 건축, 농업.어업 시설관리, 양식업시설, 싱크대공

사, DIY, 수처리설비, 태양광발전소건설, 지역인프라공사,

전원주택, 귀농, 귀촌 등이 있으며“이업종”및“틈새시

장”의 바이어를 발굴하는 홍보 전략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틈새시장”구매고객방문성공적인개최

지난 2016년 전시회에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 경

기의 불경기 상황 속에서도 전시회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참관객은 전년도 전시기간 3일간 4,000여

명의 참관 보다 20%이상 증가한 5,000여명이 방문하여 증

가세를 보이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는 그동안 전시회에 한번도 방문을 하지 않은“틈새시

42월간금속&용접저널2017. 01             

2018년5월23일~25일(3일간) 서해안시대‘요충지’인천에서개최

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
제10회국제주.단조와열처리및공업로설비산업전

끝이보이지않는불황에새로운“틈새시장”과“이업종”분야로시장개척

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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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이업종”분야의 실제 구매 고객의 방문이 참관객

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한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에 집중 되었든 용

접산업의 마케팅분야를“새로운 전략적 틈새 시장”으로

공략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변화된 용접시

장에 참관 유도를 위한 광고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2018년전시회개최규모및전시품목

2018년 5월 23일(수)~25일(금)까지 3일간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의 전시 분야는 용접.절단.레이저전시관과 금속가공

(주조.단조.열처리.공업로 등) 분야로 2개홀 8,400㎡ 규모로

15개국 150개사가 380부스 개최될 예정이다.  

제5회인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iWELDEX 2018)

의 전시품목은 용접기, 용접설비, 용접재료, 용접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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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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킹기,  철구.강구조 가공설비, 판금설비 등이 출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0회국제주.단조와열처리및공업로설비산업전(Metal &

Thermo Process 2018)의 전시품목은 야금, 금속, 주조, 단

조, 다이캐스팅, 비철금속 및 공업로, 전기로, 산업로, 요로,

고주파유도가열장치, 버너, 히터, 열기기, 내화단열재료, 보

수제, 쇼트기, 샌딩, 도금설비, PVD/CVD, 프리즈마 이온

질화설비, 표면처리설비, 단조설비, 주물설비 및 관련분야

설비 등이 출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전시회의서해안-중부권역홍보전략

“새로운 전략적 틈새 시장”은 용접 및 금속가공에 종사하

는 개인, 일반가정, 자영업자, 상하수도, 도시가스, 화력발

전, 판금.제관, 주방기구, 보일러, 공업로, 농기구수리, 어선

수리 전원생활, 농어촌시설공사 등으로 다양하며 이는 용

접기 및 용접재료, 주변기기 등의 구매가 긴급한 분야 종

사하는 업종으로 공구상가, 판매점, 철물점, 온라인 등의

구매 고객을‘iWELDEX 2018 와 Metal & Thermo Process

2018’전시회에로 참관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iWELDEX 2018 와 Metal & Thermo Process 2018’

전시회의 기본적인 홍보는 국내외 전문지에 전시 관련

정기적인 광고와 보도자료를 통해 참관객 유치 활동에도

힘씀과 동시에 참가업체의 전문 제품 및 업체를 꾸준히

소개하고 국내외 마케팅 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지난 전시회의“틈새시장”과“이업종”분야 구매 고

객의 방문으로 성공적인 개최의 경험을 토대로“이업종”

홍보와“틈새시장”의 수요자들이 직접 방문해 매출로 이

어질 수 있도록 공중파 방송인 MBC-라디오와 온라인 홍

보를 통하여 참가업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으

로 이업종과 틈새시장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메탈넷코리아에서 발행하는 월간[금속&용접저

널] 매체를 통하여 용접.절단.판금.철구, 레이저 및 금속가

공(주조.단조.열처리등)관련 업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관

련산업별 매체인 로봇분야 전문지 월간[로봇기술]과 자

동화분야 전문지[FA비젼], 레이저분야 전문지인 월간[레

이저기술] 기계분애 전문지인 월간[머시너리], 공구분야

전문지인 월간[공구저널] 등 전문지 10여개 매체에 2017

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2개월간 대대적인 홍보를 통

하여 이업종과 틈새시장 실수요 바이어와 방문객 유치에

주력한다.

참가업체 유치와 조기신청 참가 및 바이어 유치를 위해

홍보 책자를 인쇄해 전시 참가, 유관 단체, 조선 업체 등

관련 분야업종 및 이업종과 틈새시장에 배포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본지에서 발행하는 매체를 비롯, 용접 및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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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관련 업종 DB를 바탕으로 중부권역(경기.강원.충청)

및 호남권역 관련 업체에 우편으로 초청장을 발송해 바

이어와 참관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국내

외 용접 관련 30개국 10,000여개의 E-Mail로 인터넷-웹진

(EDM)과 전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체적인 홍보를

가속화할 것이다.

■새로운장비시연회와세미나및컨퍼런스개최

“iWELDEX 2018”에서는 (사)대한용접협회(회장 민영철)

와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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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용접설비 업체로부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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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용접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시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시기간

중 용접.절단.레이저 기술 및 관련설비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제4회새로운용접기술의동향과적용사례

세미나”와 열처리 및 공업로, 관련설비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4회열처리기술및관련설비산업기술세미

나를 2018년 5월 23일(수) ~ 24일(목)까지 2일간 동시에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하고 진보된 신제품.신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관련 종사자에게 기술교류의 장을 제공

하고자 한다.

이는‘iWELDEX 2018 와 Metal & Thermo Process 2018’

전시회와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 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통하여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양한 바이어의 방문

을 위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8년전시조기참가신청업체할인혜택제공

5회째를 맞이하는‘iWELDEX 2018 와 Metal & Thermo

Process 2018’전시회는 더욱 높은 인지도와 내실 있는 구

성으로 국내 용접.절단.레이저.철구.판금 설비산업 및 주조.

단조.열처리.금속가공 살비산업의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

되며 이를 토대로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서해안 시대를 대

표하는 용접 및 금속 전시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iWELDEX 2018 와 Metal & Thermo Process 2018’전시

회의 참가비는 기본부스(조립부스)는 1부스(9㎡)당

2,400,000원이며 독립부스는 1부스(9㎡)당 1,980,000원으로

2017년 1월 30일까지 참가업체의 사전 예약접수를 받으며

참가비의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2017년 5월 30일까지

조기참가 신청시 최대 40%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에 대한

참가문의는 메탈넷코리아(02-3281-5037)로 하면 된다

“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에 대한 참

가문의는메탈넷코리아(02-3281-5037)로하면된다.

■ 참가 문의: 메탈넷코리아 TEL: 02-328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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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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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드웰가볍고편리한포터블자동절단/면취기장비출시

자동화 용접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파이프 절단과 용

접은 매우 힘든 작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비탈 자동

용접기의 등장으로 파이프 자동 용접이 가능해지면서 빠

르고 쉬운 작업이 가능해졌다. 

자동 용접이 된다면 당연히 용접 전 해야 할 그라인딩 작

업도 수작업에서 자동으로 변화되어야 완벽한 자동화 용

접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자동화 파이프

절단/면취기 장비는 무엇일까?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세팅이 편하고 가볍우면서

성능도 완벽하게 나와야 한다. 그만큼 좋은 성능을 발휘

하는 제품들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산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비싼 가격에

- 타외산제품보다저렴하며성능은동일한경쟁력있는장비선보이다
- 사용자에게원하는옵션에알맞은장비옵션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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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과 쉽지 않은 A/S라는 불편함을 앉고 가야 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웰드웰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자동 파이프 커팅/면취기 장비를 선보였다.

웰드웰의 자동 파이프 절단/면취기 장비는 모든 종류의

파이프를 절단 및 면취가 가능하다. 두개로 나누어지는

프레임으로 파이프 외관의 설치가 용이하며, 강하고 안정

감 있게 고정된다. 

한 라인 동시에 절단 및 면취기가 가능하며, 카운터 보어

와 플랜지 페이싱 작업으로 절단 작업 후 바로 용접 잡업

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장비는 무거운 스틸로 이루어

진 프레임으로 인하여 설치작업에 힘이 들었다면, 웰드웰

에서는 장비의 경량화를 위하여 바디프레임을 알루미늄

으로 전면 교체로 무게가 가벼워졌다. 

잔고장의 우려가 있는 나사선 부위나 문제 되는 파트들

은 새로 가공하여 A/S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이며, 만약에 A/S가 발생하더라도 웰

드웰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바로 수리가 가능하다. 가

격도 외산 제품보다 1/3 저렴하면서 동일한 성능을 보여

준다. 기존의 스탠다드 옵션이 아니라 구매자가 원하는

사양으로 맞춤 제작도 가능하다. 알루미늄 프레임은 무게

가 가벼워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작업 시 안정감을

주기 위해 스틸 제품을 선호한다면 재질 변경도 가능하

다. 웰드웰은 오비탈 용접기 전문 기업으로 쌓아온 노하

우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알

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 의: (주)웰드웰 ☎ 055-28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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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용접기쉽고간편한자동화용접와이어피더선보이다.  

삼호 용접기(대표이사 김진수/TEL:061-464-3505)는 1999

년 각종 용접 관련 제품 판매 및 수리 등의 기술 서비스

를 시작으로 사업 규모를 넓혀 왔다. 현재는 TIG 용접기

생산 및 수출과 당사의 기술력으로 제품 개발까지 하고

있다. 

앞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왔지

만 꾸준한 노력을 통한 용접용 캐리지 및 지그, 용접 자

동화 장비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갖추어

용접 시장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자체브랜드를 확립하

였다. .  

■사용자의편의를위한CO2 와이어피더

삼호 용접기(대표이사 김진수/TEL:061-464-3505)는부드

럽고 안정된 와이어 송급과 간편한 조작으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사용 편리한 디지털 와이어 피더를 개발하였

다. 삼호 용접기의 와이어 피더는 원하는 설정에 맞추어

전압, 전류 조정이 가능하다. 일부 제품에서는 장시간

CO2 용접 작업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압값이 변

동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용접 상태가 좋지 못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삼호 용접기의 와이어 피더

는 용접에 알맞은 정전압 값을 맞추어 오랜 작업시간 동

안에도 일정한 전압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가우징 작업 중에도 정전류 값을 맞추어 일정한 속

도에 와이어 피딩이 가능하다. 

작업 시 세팅 되었던 전압, 전류 값은 내장 메모리를 통

해 저장되어 새로 작업을 시작하여도 원하는 설정값을

- 앞으로더쉽고간편한제품만이시장에서우위를차지할것
- 간단한조작과다양한기능을갖춘자동화용접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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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와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모든 작업 설정을 피더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어떤 용접기를 사용하더라도 피더와 호환이 가능하다. 복

잡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와 가격도 저렴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험한작업환경에서강한용접기

작업환경이 험한 조선소, 중공업, 플랜트 분야에 사용되는

용접기는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좋고 잔 고장이 없

어야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삼호 용접기는 고속, 저속 펄스 기능으로 용접성 및 생산

성을 극대화하여 다른 용접기와 비교하여도 전혀 뒤처지

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내구성을 가졌다. 

삼호 용접기는 오랫동안 많은 용접기를 수리 해오면서

가진 노하우로 최대한 고장이 없는 용접기를 만들려고

노력한 결과다. 용접기의 내구성은 이미 검증받아 국내

조선소 및 중공업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으며, 좀 더 사용

자의 편의를 위한 고성능 기능의 제품을 점차 선보일 예

정이다. 이제는 기존에 사용되던 장비들이 고부가 가치

시대에 맞추어 고성능을 가진 장비로 전환이 되는 시점

이 왔다. 삼호 용접기의 제품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

접기들 보다 사용하기 편하고 가볍게 용접할 수 있는 대

체품을 보여줄 예정이다. 

■문의: (주)삼호용접기☎ 061-46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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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4개업종(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에대한경쟁력강화방안별로세부이행계획(액션플랜)을마련하여이행력을확

보하고시장신뢰를회복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을위하여공공선박발주와기활법지원, 한국선박회사설립등조선과

석유화학,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액션플랜을지난11월25일발표하여지난12월부터집행을하고있지만중소조선

부문에서만아주조금은숨통이트일뿐경기침체는저성장으로2017년을맞이하였다.

그러나끝이보이지않는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불황속에서용접.절단.금속가공설비산업분의업체는2017년보래고

개를넘기위해서는 새로운판로개척을위한"이업종틈새시장”인용접및금속가공에종사하는개인, 일반가정, 자영업

자, 상하수도, 도시가스, 화력발전, 판금.제관, 주방기구, 보일러, 공업로, 농기구수리, 어선수리전원생활, 농어촌시설공사

등으로다양하며이는용접기및용접재료, 주변기기등의구매가긴급한분야종사하는업종으로공구상가, 판매점, 철물

점, 온라인등의마케팅전략과“이업종”및“틈새시장”공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 이업종틈새시장은누구에게나아주잠시나마숨통을열어주는역활을하는것으로보이며이는새로운시장을개

척하는기회이기도하다. 항만공사, 철도차량, 화력발전보수및증설, 태양광발전소,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플랜트및증

설공사등은SOC(Social Overhead Capital: 도로, 항만, 철도등 SOC투자는그규모가매우크고효과가사회전반에미

치므로개인이나사기업에의해서이루어지지않고, 일반적으로정부나공공기관이주도) 및중앙정부, 지방정부의관급공

사등은매년일정예산으로집행이되어진다. 

이를산업군으로보면건설.토목공사로보이지만자르고, 붙이고하는절단과용접은필수불가결한요소로포함되어있으

며철도차량의경우절단과용접이차지하는부분은큰비중을차지한다.

52월간금속&용접저널2017. 01           

끝이없는불황속용접.절단.금속설비산업분야업체- 이업종및틈새시장마케팅전략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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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산하기관.단체 관련업계동정
1. H형강등철강재KS기준을강화하여수출을늘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건설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 24종*을 개정 고시하고‘17. 1.

1. 부터 시행한다.

이번 한국산업규격(KS) 개정 배경은 건축물의 안전성 강

화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ASTM: 미국재료시험협회 표준, EN:유럽

표준) 기준으로 표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한국산업규격(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등 23종의 한국산업규격(KS) 항복강도

(변형이 생기기 전까지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응력) 기준

을 유럽 표준(EN)과 동등이상으로 강화, ② 강종기호 기

준을 종전의 인장강도에서 설계에 활용이 쉬운 항복강도

로 변경하였으며, ③ 한국산업규격(KS) D 3515(용접 구조

용 압연강재)에는 저온 충격시험 항목을 추가해 영하 40

도에서도 보증되는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했다.

한국산업규격(KS)을 상향함에 따라 ① 강도기준이 상향

되어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량을 강종에 따라 6~17%까

지 절감 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

며, ② 국제표준 수준으로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한국

산업규격(KS)의 신인도 향상에 따른 수출 촉진이 기대되

고, ③ 향후 건설용 철강재의 국내시장은 고품질, 안전성

이 확보된 제품위주로 재편되어 한국산업규격(KS) 제품

사용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금년 9월 1일 철근 한국산업규격(KS) 개정 시

행에 이어 이번에 건설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 24종

을 개정했고, ‘17년도에는 와이어로프, 피씨(PC)강선 등

20종의 한국산업규격(KS)개정에 착수해 철강업계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해수부, 연안선박현대화위해1,250억원대출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를 독려하여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2017년에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

자, 선박대여업자 )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

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7개

선사, 선박 55척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건조 자금 규모도 선박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을 반영하여 3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조선?해운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는 더 많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수협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까지는 수

협은행에서 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 다른 은행을 주

거래은행으로 하는 선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시 사업후보자의 주거래 시중

은행을 통해 제한적 추가 대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그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는 사업자 선정 심사시 가스

배출량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

에 예전보다 높은 가점(3점→5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해수부는‘2017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12월 26일(월) 공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3일

(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월 28일(수)부터는 여수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

로 신청자의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

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추천

된다. 사업자는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선박 건조비용의 최

대 80%까지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연안선박 현대화 사

업 참여 조건이 완화된 만큼, 그간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노후된 연안 화물선 및 여객선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여객 서비스 품

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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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와 옐런 사이에서 요동치는 환율, 무보 환
변동보험으로걱정뚝!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 '무

역보험공사')는 지난 주 발표된 美금리인상 직후 환변동

보험 가입실적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美금리인상으로 환율이 크게 상승한 12.16(금)에는

하루에만 약 430억원의 환변동보험 청약이 접수되었으며,

금주에도 청약이 쇄도하고 있다.  

금년도 환변동보험 이용실적은 환율변동과 동조화 경향

을 보여 왔는데, 금번 美금리인상 이슈시에도 동일한 현

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20(화)자 원달러 환율이

1,193원을 기록하는 등 환율 상승추세가 유지된다면 환변

동보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환변동보험이 ①헷지시 추가담보

불필요, ②실시간 온라인청약, ③청약금액 제한없이 소액

청약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신용도 부족이나

헷지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환헷지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

율변동을 주시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청약을 하는 환변

동보험의 장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1년

만에 단행된 美금리인상, 트럼프 경제정책 불확실성, 국내

정국불안이라는‘3대 악재’로 환율변동성이 증폭되 환위

험 관리가 절실해진 시점에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전문인력이나 환헷지 경험이 부족한 중

소중견기업들에게 ①환율정보 제공, ②환변동보험료 지원,

③1:1 맞춤형 환위험관리 컨설팅이라는‘3대 처방’을 제

공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 전도사 역할을 자처

하고 있다.  

- 환율정보 제공: 작년 오픈한 환율전용 포털「K-sure 환

위험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매일 환율정보를 온라인

및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2회 이

상 외환전문가를 초빙해 환율동향과 환율전망 등을 공유

하는「K-sure 외환포럼」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표적 환

위험관리 정보공유 장(場)으로 자리매김했다. 

- 보험료 지원: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

보험료를 20∼50% 추가할인하는「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

료 특별할인」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산무역협회, aT(농수

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환헷지비

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금년에만 현재까지 총 200여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환변동보험료 17억원을 지원하였으

며, 내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지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1:1 맞춤형 환위험관리 컨설팅: 금년 초 환위험관리 초

보기업을 위한‘온라인 개별상담’및‘1:1 CEO 방문상

담’을 도입해 현재까지 30여개 초보기업들에게 환위험관

리 컨설팅을 제공했다.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나「K-sure

환위험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

업은 컨설팅을 통해 환위험관리 및 환변동보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4. 한국철강협회동정
(1) 철강협회, 단체표준인증사업본격실시

철강협회가 건설용 자재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 차원의 단체표준 인증 사업을 본격적

으로 실시한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저급 불량재의 유통

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 및 건설 산업의 품질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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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해, 거푸집에 사용되는 철강재 프로파일과 부

등변 앵글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단체표준 인증서를

지난 2일 발급했다.

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기존 KS표준 통폐합 사업의 일

환으로 256개품목의 단체표준을 관리·보유만 하고 있었

으나,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인증품목을 개발하고, 단체표준

인증서를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철강협회

가 인증서를 발급한 품목은 프로파일과 부등변 앵글 등 2

개 품목이다. 이 품목은 소형 형강의 일종으로 거푸집의

테두리를 지탱하는 중요 자재로서, 그동안 표준화가 이루

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품질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철강 및 가공제품의 경우 이번에 철강협회가 인증하는 2

개 품목외에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의 주철 맨홀뚜껑 등

4개 품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의 스틸 그레이팅 등 8

개 품목,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의 개비온(돌망태) 등 3개

품목,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복공판 등 2개 품목이 단

체표준으로 지정되어 인증되고 있다. 철강협회 송재빈 부

회장은“철강업계는 이번 단체표준 인증사업을 통하여

민간주도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협회는 향후에도 단체표준 인증 사업

확대를 통해 철강재의 품질강화와 더불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우수 자재에 대해서는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가품목에 대한 단체 표준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

여 협회 기술환경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

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전

문분야에 적용하는 표준을 말한다.

단체표준은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

체표준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우수단체 표준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조달

납품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단체 표준은 2015년 9월 기준 129개 기관에서 3,215개

품목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8개 기관에서 305개

품목을 인증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2) 국회철강포럼, 4차산업혁명대응위한‘한국소재산

업선진화방안’간담회개최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한국 소재산업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로‘국회철강포럼’의 간담회를 개

최하고 급격한 기술변화에 발맞춘 신속한 입법지원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소재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명재 의원은“글로벌 공급과잉,

통상마찰 등으로 침체된 철강업계의 경우, 당면현안에만

매달려 닥쳐온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곧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초경량화·내

구성강화·소재Hybrid화 등 제품을 고도화·고급화하고

남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발

전전략 수립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산업계

가 민첩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하고, “국회는 신속한 입

법지원을 통해 급격한 기술변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민동준 교수(차기 대한금

속·재료학회 회장 선출)는“4차 산업혁명과 유엔기후변

화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 그리고 저성장·저수익 고조

에 따른 기술사회적 변곡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재산업

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국가산업전략의 지향점을 설정해

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자원·에너지측면

의 신소재개발 제안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

술표준·전략·예산·규제 등을 협의 할 수 있는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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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스코경영연구원 곽창호 원장을 비

롯한 고려대학교 이준호 교수, 산업부 R&D전략산업단

장웅성 MD 등 각계전문가들과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

회장, TCC동양 손봉락 회장, 세아제강 이휘령 사장, 포스

코 김준형 전무, 현대제철 심원보 전무, 동국제강 곽진수

상무 등 산업계가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정인화 국회의원의‘2016년

성과보고’에 따르면, 국회철강포럼은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안 5건을 발의해 2건이 본회의를 통과하

였으며, 추가로 4건의 법안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

다. 또한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T/F팀 구성을 요구해 관

철시키는 등 대정부건의·감시도 여느 국회의원연구단체

보다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더욱 세밀한 입

법과 정책제안으로‘철강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5. 한국선급동정
(1) 한국선급, 목포해양대와클러스터상생협약체결및

IT 솔루션소프트웨어기증

한국선급(KR, 회장 직무대행 김종신)은 9일 오전 목포해

양대학교(총장 최민선) 대학본부에서 해양산업통합클러

스터 협약 체결식과 함께 IT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증식

을 가졌다. 한국선급과 목포해양대는 이날 해양산업통합

클러스터 (Maritime Cluster Networking in Korea, Mac-Net)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목포해양대가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Mac-Net의

회원은 32개 기관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출범

이후 1년 만의 성과로서 조선, 해운, 기자재, 금융, 수산,

학계 및 기타 연계산업의 대표기관들의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한국선급은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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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한국선급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SeaTrust-

HullScan' 와 KR-CON 등 12억1천여만원 상당을 목포해양

대에 기증했다. SeaTrust-HullScan은 국제선급연합회

(IACS)의 공통구조규칙(CSR-H)을 적용하여 선박구조강

도 평가와 설계 등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탁월한 기

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편의성을 고루 갖추어 국내외 조

선소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KR-CON은 국제협약전산화 프로그램으로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등 국제해

사기구(IMO)의 협약 및 코드, 결의서 및 회람문서를 열

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민

선 목포해양대 총장은“뛰어난 IT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기꺼이 기증해 준 한국선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Mac-Net 가입을 계기로 한국선급을 비롯한 해사업

계 모두와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겠다”고 말했

다. 이에 김종신 한국선급 회장 직무대행은“해운 및 조

선 분야에서 학문의 상아탑을 지속적으로 쌓아온 목포해

양대학교와 한국선급이 Mac-Net에서 함께 협력함으로서

그 시너지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2) 한국선급, 제23대이정기신임회장선출및취임

한국선급(KR) 제23대 회장에 이정기 한국선급 검사본부

장 겸 정부대행검사본부장이 선출됐다.  한국선급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선임을 위한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효투표 총 86표 중 73표를 획

득한 이정기 후보가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정기 후보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국선급은

21대 전영기 전 회장에 이어 2번째로 내부직원이 최고경

영자로 임명되었다.

이정기 신임회장(61)은 부산대학교 조선공학과 출신으로

1987년 한국선급에 입사한 이래 여수지부장, 등록선업무

팀장, 통영지부장, 울산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

는 검사본부와 정부대행검사본부를 총괄해왔다.

이 신임회장은 풍부한 현장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선급의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대응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지난해에는 독일, 캐나다 등

해운강국의 정부대행검사권을 유치하며 한국선급의 검사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주역이다. 

또한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이며 상하 직원들 간 친화력

도 뛰어나 한국선급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품이 전임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한 업무공백을 빨리 추스르고 한국선급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기에 적임이라는 평가다. 이 신임회장은“지금 한

국선급은 해운.조선 산업의 불황에 따른 여파와 한국 정

부대행검사권 개방을 앞두고 있는 등 많은 난관을 마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장직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리고“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리더쉽을 바탕으로 조

직운영의 합리화와 기술력 강화, 영업확대라는 기본전략

에 집중하여 한국선급의 내실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검

사 및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 12월 26일 오전 부산 본사에서 제 23대 이정기 회

장 취임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날 행사는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

다. 이 회장은 이날“해사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른 여

파와 한국정부대행검사권 개방이라는 대외적인 위기에

맞서 내실을 다지고 검사 및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여 슬

기롭게 해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 합리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통한

조직정비 ▲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 검사시스템

선진화 및 원천기술 개발 ▲ 영업력 강화 및 신규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모든 임직원이 한국선급

이라는 선박의 선장이며 항해사이며 조타수’라며‘앞으

로 함께할 여정이 한국선급과 해사업계 뿐만 아니라 국

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이라는 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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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고 모든 지혜와 역량과 열정을 다해 더 넓은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정기 신임회장(61)은 부산대학교 조선공학과 출신으로

1987년 한국선급에 입사한 이래 여수지부장, 등록선업무

팀장, 통영지부장, 울산지부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는 검

사본부장 및 정부대행검사본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22일

한국선급의 제 23대 회장에 선출됐다.

6.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기자재 수출
트라이앵글존’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 이사장 박윤

소)은 12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KOMEA 상해 지

사 사무소 개소식’과‘2016 중국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2016 Global Marine Plaza in china)’를 동

시에 개최하였다.

지난달 개소한 싱가폴 지사에 이어 두 번째로 상해 지사

가 개소하게 된 것인데 이는, KOMEA가 추진하는 미래

전략인 아시아지역 물동량과 선박 수리부분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 국가와 한국을 잇는‘기자재 수출

트라이앵글존’을 구축하고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허브화

하여 위성국가로의 확대와 세계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잰걸음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내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은 그동안 조선산업 발전

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그 규모나 생산성 면

에서는 세계 속에서도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키워온 설

비투자 및 인력 증가로 발생된 공급과잉에 대한 뾰족한

해소책이 보이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고자 지난 10월말과 11월중에 관련 정책방향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 KOMEA가 직접 해외로 진출하여 현지에서

국내 기자재 제품영업과 더불어 막혀있는 판로를 개척하

고, 현지상황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생소한 것이며, 매우

어려운 길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기자재산업 현상의 한

타개책은 역시‘세계시장 공략’을 들 수 있는데, 이 때문

에 KOMEA의 전략적 행보가 매우 주목되어진다.

금번 행사중 KOMEA 상해 지사 개소식에는 KOMEA 박

윤소 이사장을 비롯해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

산시, KOTRA 중국 상해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한국선급 중국지역 본부 등의 주요기관 인사들이 참석하

여 수출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연이어 개최된‘2016 Global Marine Plaza in china’수출상

담회에는 강림중공업, 비아이산업, 동양엔지니어링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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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국내 업체가 참석하여 Jiangsu Rainbow Heavy

Industry, 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ies 등 상해 주요

조선소 실무 구매 담당자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으

며, 현지 양쯔장 조선소를 방문하여 양국 산업간 지속적

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KOMEA 관계자 및 참석자들은‘상해 해외거점기지 사무

소’가 국내의 많은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게 널리 활용되

기를 기대하며, 더욱이 국내 유관 기관들의 상해 및 아시

아 지역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7, 해외건설협회, 선진국건설시장진출전략설명회
개최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풍)는 11월 28일 협회 교육센터에

서‘선진국 건설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건설 저성장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모두 150여명이 참석하여 중동

건설 시장에 편중된 수주 구조에서 벗어나 유망 신시장

개척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는 최근 선진국 중 유망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3개국에 대한 인프라 및 PPP 시장 현

황과 진출 전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10년간 1조 달

러 규모를 인프라 부문에 투자하며, 이와 함께 석유 등

전통에너지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미국 엔지니어링

사인 KBR의 은정철 수석엔지니어가 미 에너지 산업 현

황 및 전망에 대해, Ballard Spahr 로펌 변호사들이 미국

인프라 PPP 사업에 대해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호주는 교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인프라 프로

젝트 진출 기회에 대해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박사라 수석투자진흥관이, 캐나다의 경우 PPP 사업 동향

과 파이낸싱 방안에 대해 현지 로펌인 Gowling WLG의

신철희 변호사가 설명하였다.

앞으로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선진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Ⅱ. 조선업체동정및이모저모
1. 대우조선해양동정
(1) 대우조선해양, 사업부제도입대규모조직개편단행

관리자2016.12.01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

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1소장, 7본부/1원, 41담당, 204부 이었던 조직을 1총괄, 4본

부/1원, 34담당, 159부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0%의 부서를 줄인데 이어 또다시 22%의 부서를

감축한 대규모 조직 개편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조직개편의 핵심은 사업부제의 실시

다. 기존 생산, 설계, 사업, 재무 등 기능중심의 조직에서

선박, 해양, 특수선 등 사업본부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된

다. 이외에 관리조직은 재무, 회계 등을 담당하는 재경본

부와 인사, 총무, 조달 등 지원 조직들을 총괄하는 조선소

운영총괄이 맡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부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선박과 해양제품이 뒤

섞여 생산되는 혼류생산이 차단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직을 선제적으로 슬림화함에

따라 수주물량과 매출 감소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보임자의 약 50%가 보임에서 물러나거나 신규

선임돼, 조직이 한층 젊어지는 등 세대교체에 박차를 가

했다는 평가다. 이번 세대교체로 조직 내부의 건전한 긴

장감이 조성되고 역동성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실무능력과 도덕성, 리더십 등을 갖춘

보임자 후보 기준과 검증절차를 통해 보임자를 선정하고

향후에도 이를 통한 상시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사업본부에 명확한 책임과 권한

을 위임함으로써 이에 따른 평가도 명확해질 것이다.”며

“이러한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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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자회사인 디

섹 및 웰리브의 매각과 지원조직의 분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자구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대우조선해양, 콩스버그와기술개발협약체결

자구안을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LNG(액화천연가스) 기술력의 건재함을 알렸다. 대우조선

해양은 세계 최고 선박자동화시스템 개발업체인 노르웨

이의‘콩스버그 마리타임社(Kongsberg Maritime)’와 공동

기술개발협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두 회사가 공동으로 신개념 LNG 제

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할 LNG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에 실제 적용한

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LNG운반선에는 천연가스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치가 필요한데 콩스버그는

현재 이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회사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가스선 분야 최고의 조선업체로

이미 100척 이상의 LNG운반선 인도실적을 보유하고 있

다. 그간 조선업체들은 콩스버그를 비롯한 주요 공급업체

의 제품을 별도 구매해 선박에 적용해 왔다. 그런데 대우

조선해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 최초로 기술개발에

동참해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직접 선박에 적용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독창적인 Indirect Glycol Water Heating

방식의 Vaporizer가 적용돼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FSRU

재기화 제어성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된 기술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될 173K급

FSRU에 탑재되어 2019년 상반기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

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이례적으로 선박자동화시스템 공

급업체에서 건조업체에 공동 기술개발을 제안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LNG 기

술력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이번 서명식에는 대우조선해양 특수성능연구소장 최영복

상무와 콩스버그 한국지사장 토르 웨안(Tore Wean) 등이

참석했다. 최상무는“이 분야 세계 최고 업체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이번 협약은 양사 모두에게 기술력을 알

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대우조선해양, ICT부문분사‘DSME정보시스템’설립

Technologies) 부문의 분사를 실시한다. 이번 ICT부문 분사

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이행은 한층 더 탄력

을 받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ICT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문회사인 DSME정보시스템(가칭)

을 설립한다고 2일 밝혔다.

설립일은 2017년 1월 1일이며 대표이사에 대우조선해양

정보시스템 담당인 서흥원(53세) 상무를 내정했다. DSME

정보시스템은 대우조선해양이 100% 출자해 설립될 자회

사로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발,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

게 되며, 약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DSME정보시스템은 향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조선소 및 해외조선소를 상대로 프로세스 혁

신컨설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솔루션 비즈니스 등으로 사

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서흥원 상무는“설립 첫해인 만큼 조직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향후 국내외로 사업을 확장하여 독자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 희망퇴직, 자산 매각 등 예정된

인적, 물적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ICT

부문 분사를 비롯하여 계획된 다른 부문의 분사도 지속

적으로 추진해 경영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ICT부문 분사는 이달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의 승인을 얻

은 후 법인등기 절차를 마치면 완료된다.

(4) LNG-FSRU 1척수주로막판수주총력전

대우조선해양이 LNG-FSRU 1척을 수주하며 마지막까지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

성립)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 안젤리쿠시스 그룹 자회사

인 마란가스(Maran Gas Maritime INC.)社로부터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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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LNG-FSRU (LNG Floating, Storage &

Regasification Unit,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 1척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번 계약에는 2척의 일반

LNG선에 대한 옵션이 포함돼 있어 내년 추가발주도 기

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계약은 2척의 LNG선 옵션을 포함

해 총 약 7,000억원 규모다.

이번에 수주한 LNG-FSRU는 길이 295m, 너비 46m 규모

로 안젤리쿠시스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발주하는 LNG-

FSRU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20년 상반기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이 설비는 대우조선해양이 독자적으로 설계해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건조에 성공한 LNG-RV(LNG

Regasification Vessel, LNG 재기화운반선)의 디자인을 기본

으로 하고 있어 최고 18노트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LNG-FSRU는 육상터미널 건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 없이

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수요

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곳이나 육상설비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 별도의 대형투자 없이 경제적으로 천연가스를 공

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또한 LNG는 사용할 때 발생하는 공해물질이 석유나 석

탄, 원자력 등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

지로 향후 시장전망도 긍정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LNG관련 선박 및 설비에 대해서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1

년 8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173,400㎥ LNG-FSRU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2013년 12월에는 세계 최

대 규모 기록을 다시 경신하며 263,000㎥규모의 LNG-

FSRU를 수주해 내년초 인도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안젤리쿠시스 그룹

간 신뢰관계도 재조명 되고 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수주절벽 상황과 대우

조선해양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도 지난 6월 대우조

선해양에 LNG선 2척과 VLCC 2척을 발주하는 등 대우조

선해양의 기술력과 미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1994년 첫 거래 이후 이번 계

약까지 총 89척의 선박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오랜 고

객으로 현재 총 20척의 안젤리쿠시스 그룹 선박들이 대우

조선해양 옥포조선소와 루마니아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이처럼 어려운 시기

에 발주를 결정해주고 대우조선해양에 무한한 신뢰를 보

여준 안젤리쿠시스 그룹에 감사한다.”며“올 한해도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추가 수주를 위해 총력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수주건을

포함, 총 9척의 선박과 3건의 특수선 사업을 통해 총 약

15.5억 달러 상당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5) 건조세계최초FLNG, 해상LNG 첫생산성공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건조한 세계 최초

FLNG가 첫 LNG(액화천연가스)생산에 성공하며 LNG

분야 세계 최고 강자임을 재차 입증했다.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옥포항을 출항한 FLNG(Floating

LNG :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생산·저장·하역 설비)는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주에서 180Km 떨어진 카노윗 해상

가스전에 도착해 6개월 만에 현지 설치 및 시운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첫 LNG 생산에 성공했다. 이 설비는

내년 1월 최종 하역 테스트 후 실제 생산에 들어갈 예정

이다.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

스 (Petronas)社로부터 수주한 이 해양설비는 육상의 천연

가스 처리시설을 그대로 선박위에 옮겨 놓은‘바다위

LNG생산기지’로 불린다. 대우조선해양은 프로젝트의 성

공을 위해 설계, 생산, 연구소 등 주요업무의 협업으로 그

동안 쌓은 노하우와 세계 최고의 LNG 관련 기술력을 총

동원했다.

이번 첫 LNG 생산은 FLNG에 설치된 설비를 통해 해상

에서 천연가스 채굴, 정제, 액화 및 저장까지 모든 생산과

정을 완료한 것으로 해당 설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

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FLNG는 길이

365m 폭 60m 축구장 면적 3.6배 규모로 수심 70m~200m

까지 천연가스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연간 최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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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에 달하는 LNG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FLNG가 건조되기 이전에는 해상에서 생산되는 천

연가스를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 처리시설로 운송

해 정제 및 액화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LNG 육상기지

부지 확보와 높은 건설비용, 인근 지역의 안전성 등 육상

설비 건설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또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유정은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의 한계에 부딪혀 유정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연근

해 가스전의 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계

최초 FLNG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심해 해상가

스전 유정개발이 가능해졌다.

대우조선해양 해양사업본부장 김장진 전무는“이번 세계

최초 FLNG의 성공적인 LNG생산으로 기존의 천연가스

생산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대우조선해양이 관련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전 세계 조선소 중

가장 많은 150척의 LNG운반선 수주실적과 100척 이상의

건조경험으로 LNG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LNG-RV, LNG-FSRU, LNG-FSU

등 LNG 재기화 설비와 관련된 풀라인업을 구축하는 등

전세계 가스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6) 대우조선해양, 美 셰브론社와 해양플랜트관련 포괄

계약합의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미국 셰브론社가 발주하는 각종 해

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우선적 기회를 갖

게 됐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미국의 대형

에너지 회사인 셰브론社(Chevron)와 해양플랜트 발주에

대한 기본합의서(Frame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향후 셰브론

이 추진하는 해양플랜트 공사의 초기 및 기본설계(pre-

FEED, FEED) 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우

조선해양은 셰브론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

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게는 국내업체들이 가

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양플랜트 설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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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건조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초기단계에

반영함으로써 리스크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셰브론도 프로젝트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우조선해

양이 축적한 경험과 생산기술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

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전체의 기술적 리스크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의 우선협

상을 통해 공개입찰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은 대우조선해양이

셰브론과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의 결

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능력, 안정된 노사관계, 다양한 해양플랜트 건조 경험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현재 회사는 창사이래 최

대 위기상황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기술과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변함없는 믿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번 합의가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의 전

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석유수출국회의(OPEC)가 감산을 결정함에 따

라 유가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합의는 해양플

랜트 시장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며,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시장 회복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셰브론으로부터 지금까지 총 14개에 달

하는 해양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7월 최종투자결정이 된 27억 달러에 달하는 카자흐

스탄의 텡기즈 유전개발 프로젝트(TCO)를 현재 공사수

행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90개의 모듈로 제작돼 2020

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7) 대우조선해양, 한전기술과부유식발전설비개발하여

신시장개척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전력기술과‘부유식 발전설비’개발

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한국전력기

술(사장 박구원)과 부유식 발전설비(FSPP, Floating

Storage Power Plant)의 기술개발과 사업기획 발굴을 위해

함께 장기적으로 연구개발한다는‘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FSPP는 부유식 구조물 위에 복합화력발전소와 함께

LNG저장 및 재기화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설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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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신개념 플랜트이다. 부유식 발전설비는 육상에 건

설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 비해 제작기간이 짧을 뿐만 아

니라, 육상부지 사용 및 토목공사를 최소화하여 비용 절

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FSPP는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문제가 거의 없는 친환경 발전소이다.

또한 기존의 육상LNG발전소에 비해서도 설치지역에 제

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LNG

를 설치지역 주변에 공급도 가능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의 대부분이 섬으로 이루어져

국가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

아시아 도서지역에서의 운용에 강점이 있으며, 노후화된

기존 발전소 폐기시 신규 발전플랜트를 건설할 동안 생

기는 전력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해양설계담당 김진태 상무는“FSPP는 대

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활

용할 수 있는 신개념 설비로, 특히 LNG FSPP는 지금까

지 회사가 개발해 온 LNG화물창 기술의 경쟁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다.”며“대우조선해양의 조선.해양부문 노

하우와 한국전력기술의 발전소 설계 및 시공 능력이 결

합된다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기술 미래전력연구소 김익철 처장도“신개념 발

전소인 FSPP 개발을 통해 국내외 발전사업 영역에 새로

운 시장을 개척하며 더욱 폭넓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그동안 우리나

라의 원자력발전기술을 포함한 발전분야의 기술을 견인

해온 선두기업이다. 

2. GMI그룹, ‘KIBA’경제단체 자격 위임받아… 유
럽·중동수출교두보역할기대
지엠아이그룹(이하 GMI그룹)은 수륙양용차량의 터키 수

출 계약을 진행하며 터키 정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인

정받아 터키의 3대 경제 단체 중 툼시아드와 무시아드의

아시아 지부인 KIBA(키바, 한국 국제 비즈니스 협회) 경

제단체의 자격을 위임받았다. 이로써 KIBA는 툼시아드와

무시아드의 기존 회원사인 65개국 60만개 이상의 회원사

와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정보 교류는 물론 회원사 간 무

역 거래가 가능해져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및 중동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다. 

KIBA는 국제 무역, 기업 홍보 및 기업 간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투자자 및 해외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다. 회원 간 교류

및 무역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유도하며 국책

사업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컨설팅, 박람회 및 컨소시엄

참여 기회 제공 등 KIBA를 통해 국내 기업의 무역 경쟁

력을 갖추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

다. 유럽의 관문인 터키를 중심으로 시작된 KIBA는 터키

의 3대 경제 단체 중 툼시아드, 무시아드의 아시아 지부

로 65개국 약 6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이 가

입된 경제 단체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직속 경제 단체

인 KIBA는 식료품부터 전기전자, 생활가전, 건설, 신기술,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업종이 다양하며 중세시대 유럽

의 길드 시스템처럼 KIBA 경제단체 안에서 상호 윈윈

(Win-Win)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성준 KIBA 협회장은“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툼

시아드, 무시아드 두 경제 단체가 결합한 아시아 지부가

한국에 설립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및 중동, 미국,

북아메리카 등 KIBA에 가입된 65개국 시장에 진출할 계

기가 마련되었다”며“이제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KIBA가 돕겠다”고 말했다. 

KIBA는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성공적인 유럽 및 중동 시

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KIBA 단체 내 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사업 매칭 ▲65개국 60만개 이상의 KIBA 경제

단체와의 매칭 ▲법률(변호사), 노무(노무사), 특허(변리

사)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 지원 ▲연 1~2회

국제 엑스포 개최로 무역 기회 제공(참가 비용의 50%를

KIBA에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에 자금투자 유치 등

을 지원한다. 한편 현재 KIBA는 국내 중소기업 아이템

및 제품을 모집하고 있다.

3. 한진중공업수빅조선소, 필리핀최고수출상영예
한진중공업그룹의 필리핀 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 (HHIC-

Phil, 대표이사 정광석)은 지난 7일 필리핀 정부에서 주관

하는 국제수출회의(National Export Congress 2016)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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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계/운송수단 분야 13억불 수출로 1위를 달성, 최고수

출상(Top export award)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두 번째 수상이다.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트레이드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재신 주 필리핀

대사, 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Sergio

Ortiz-Luis 필리핀 수출협회 회장 등 현지 주요 정/재계 인

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필리핀 최고수출상은 한 해 동안 필리핀 통계청에서 집

계한 수출액을 기준으로 전기, 화학, 식품 등 총 12개 분

야에서 각각 수출액 1위를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수여되는 상으로서 수빅조선소는 기계/운송수단 분야에

서 조선으로 1위를 달성,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은 수빅조선소 신임 대표이사인

정광석 사장이 받았다.

수빅조선소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 수빅조선소가 완공

된 이후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필리핀 정착에 성

공한 우수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며, “세

계최고의 조선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필리핀 현지에

서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현대중공업동정
(1) 현대중-아람코프로젝트, 사우디국가적사업됐다

현대중공업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등과 추진

중인 합작조선소 프로젝트가 사우디 국가 사업화됨에 따

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지난 29일(한

국시간) 합작조선소 예정부지인 라스 알 헤어(Ras Al -

Khair)지역을 방문, 왕족 및 사우디 정부 주요 인사와 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사 경영진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King Salman 조선산업단지 선포 행사’(Royal

lnauguration Ceremony of King Salman Global Maritime

Industries Complex)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우디 합작조선소 건립은 살만 국왕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사우디 산업발전 계획인‘비전 2030’의 일환으

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살만 국왕의 이름

을 딴 첫 국가적 사업으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큰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사우디 국왕이 행사에 직

접 참석, 조선소 부지를 둘러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

지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는‘비전2030’을 추진하고 있

는 무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Mohammad bin salman

Al saud) 왕자와 에너지광물자원부 칼리드 알 팔리(Khalid

A. Al Falih) 장관 등 사우디 주요 정부 관계자가 대거 참

석하며 합작조선소 건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합작조선소 사업의 파트너인 현대중공업 최길

선 회장과 정기선 전무, 아람코 아민 알나세르(Al Nasser)

사장 등이 초청돼 행사에 참여했다.

사우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정기선 전무는“사우디

살만 국왕의 이름을 딴 첫 국가적 사업에 현대중공업그

룹이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그룹의 재도약 발판

을 마련하고, 사우디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40년 전 현대그룹이 사우

디 국가적 사업으로 킹 파드(King Fahd) 국왕의 이름을

딴 주베일항만공사(King Fahd Seaport)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며, 그룹 성장은 물론 사우디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

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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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조원이 투입되는 사우디 합작조선소는 오는 2021년까

지 사우디 동부 주베일항 인근 라스 알 헤어 지역에 일반

상선과 해양플랜트 건조는 물론 선박수리까지 가능한 약

150만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11월 사우디 아람코와 조선, 엔

진, 플랜트 등 분야에서 합작을 추진하는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아람코, 사우디 국영 해운사인 바리

(Bahri) 등과 함께 사우디 합작조선소 조인트벤처(Joint

Venture)회사를 설립해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수)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과 정기

선 전무는 사우디 아람코 아민 알나세르 사장과 회의를

갖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사우디 합작조선소가 건립되면, 현

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선박건조기술과 조선소 운영 노하

우를 전수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

다”며, “현대중공업은 중동지역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조선소 운영 참여를 통해 다양한 부가수익 창

출 기회를 얻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현대중공업그룹, 선박12척13억불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이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 및 PC선 10척과

특수선 2척 등 총 12척, 13억불의 선박을 수주하는 데 성

공했다.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9일(금) 오전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이란 소재 선사인 이리슬(IRISL)사와

14,500TEU급 컨테이너선 및 49,000톤급 PC선(석유화학제

품운반선) 등 총 10척, 7억불 규모의 선박 건조계약을 체

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은 각각 컨테이너선, PC선을 건조해 오는 2018년 2분기부

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린 후 이란이

첫 발주한 선박이라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시장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동의 자원부국이자 최대시장이기도 한 이란은 제재 해

제에 따라 향후 원유와 가스 등 자원과 상품의 물동량 증

가로 신규 선박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

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 366m, 폭

48.2m, 높이 29.9m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최대 14,500개

까지 실을 수 있으며,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PC선은 높

이 183m, 폭 32.2m, 높이 19.1m 규모다. 또한 이리슬사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이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이란 조선소에 기술협력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

터 각각 잠수함 1척, 경비함 1척 등 총 2척, 7천억원을 수

주하기도 했다. 이번에 수주한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3,000

톤급이며, 해경본부 경비함역시 3,000톤급으로 최대속도

28노트로 운항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경비함과 잠수함

을 각각 2020년, 2023년 발주처에 인도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올해 특수선 분야에서만 6척, 1조

6,000억원의 수주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이란

에서 발주되는 첫 선박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시장을 선

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수주절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영업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주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 현대미포조선, LNG벙커링선2척(1+1option) 수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절벽과 노사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일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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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수주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

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독일 버나드슐테(Bernhard

Schulte, 이하‘슐테’)사로부터 7,500입방미터(㎥)급 LNG

벙커링선(Bunkering) 1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LNG벙커링선은 LNG추진선에 LNG를 공급하는 선박으

로, 이번 계약에는 1척의 옵션이 포함돼 있어 추가 수주

도 기대된다. 현대미포조선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117m, 폭 20m, 높이 10.3m 규모이며, 오는 2018년 하반기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수주계약식에는 현대중공업그룹 선박영업부문장인

박승용 전무와 함께 현대미포조선의 강원식 노조위원장

이 참석해 수주에 힘을 보탰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10월 노조 소식지를 통해“당장 내년에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가 합심해 일감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노동조합도 일감확보에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수주계약식 참여는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강원식 노조위원장은“우리 회사에 선박을

발주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노조위원장

으로서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정확

한 납기를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선주사인 슐테사 관계자는“현재와 같이 조선 시황

이 침체된 상황에서 단합된 노사관계를 보며 현대미포조

선에 대해 큰 신뢰를 갖게 됐다.”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수주 성공은 현대미포조선의 안정된 노사관계

와 더불어 고연비.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요 연료

로 이용하는 선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LNG벙커링선도 차세대 친환경 선박이자 LNG 산업

의 블루오션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유례없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노사

관계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노사가 합심해

추가수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 9월 위기

극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본급 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 임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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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ㆍ플랜트관련업계동정
1. 두산중공업동정
(1) 인도네시아복합화력발전소전환사업수주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기업인 PT. PP와 컨

소시엄을 이뤄 발주처인 인도네시아 파워(Indonesia

Power)로부터 1,800억원 규모의 그라티(Grati) 복합화력발

전소 전환 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300MW급 가스화력발전소에 배열회수보일러

(HRSG) 3기와 스팀터빈 1기를 공급해 484MW급 복합화

력발전소로 전환하는 공사로, 2019년 2월 완공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국제 경쟁 입찰에서 일본, 이탈리아의 글로

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수주함으로써 발전분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월 필리핀 수

빅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인도네시

아에서도 2007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수주 이후 10년

만에 발전시장에 재진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발전시장에

서 안정적인 수주를 위한 교두보를 추가로 확보했다.

김헌탁 두산중공업 EPC BG장은“이번 수주는 최근 동남

아, 중동, 인도 등 해외 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보여준 기술

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인도네시

아 정부가 2019년까지 35GW 규모의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2) 인도에서2조8000억원규모화력발전소수주

두산중공업은, 인도 현지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

(DPSI, Doosan power systems India)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

시 주(州) 정부 발전공사로부터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2곳에 대한 수주통보서(NOA, Notice of

Award)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발전소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

에 건설되는 오브라-C(Obra-C) 석탄화력발전소와 자와하

푸르(Jawaharpur) 석탄화력발전소로서, 각각 660MW급 2

기씩, 총 4기 2640MW급 규모이다.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방

식으로 오브라-C는 2020년 10월, 자와하푸르는 2021년 2월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는 인구 2억명

에 육박하는 인도 최대 주(州)로서, 타지마할이 있는 역

사상 정치 문화 중심지임. 이 곳의 주정부 발전공사가 국

제경쟁입찰로 발주한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업계

의 관심이 쏠렸고 두산중공업은 BHEL, L&T 등 인도 기

업들과 경쟁한 끝에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월 1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

비아‘파드힐리 복합화력’과 9500억원 규모의‘필리핀 수

빅 화력발전소’등을 포함해 4분기에만 5조원 이상을 수

주하는 뒷심을 발휘하며 올해 총 9조원이 넘는 수주실적

을 달성하였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규모인 인도

발전시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프로

젝트에는 인도 현지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

들에 대해 입찰을 제한하고 있음.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현지 기업인 첸나이웍스를 인

수해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를 설립한 이후 현지화 전

략에 힘써 왔음. 그 결과 2012년 쿠드기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 해 하두아간즈(Harduaganj) 화력발전소, 올

해 초 바르(Barh) 석탄화력발전소 등 최근 5년 간 약 5조

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 인도가 새로운 홈마켓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헌탁 두산중공업 EPC BG장은“인도 발전시장의 성장

성을 주목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과 전력수급이 불안정

했던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에 집중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면서“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68월간금속&용접저널2017. 01          

용접관련동정2017.01

용접동정201701  2017.1.2 1:45 PM  페이지17    Apogee



18GW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주가 전망되는 인도 발전시

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밝혔다. 

(3) 이집트에서6년만에발전설비수주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국영발전사인 UEEPC(Upper Egypt

Electricity Production Company)와 CEPC(Cairo Electricity

Production Company)로부터 1600억원 규모의 터빈과 발전

기 공급에 대한 수주통보서(NOA, Notice of Award)를 접

수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UEEPC가 건설하는 아시우트(Assiut) 화력

발전소와 CEPC가 건설하는 카이로 웨스트(Cairo West)

화력발전소에 2020년 4월까지 650MW급 터빈 및 발전기

를 각각 1기씩 공급하고 설치, 시운전까지 수행하게 된다. 

박흥권 두산중공업 터빈/발전기 BG장은“국제 경쟁 입찰

에서 GE, 지멘스, MHPS 등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수

주해 의미가 크다”면서“이번 수주로 기술력이 입증된 만

큼, 향후 아시아, 북아프리카 해외 시장에서 발전 기자재

수주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발전시장에는 지난 2010년 약 4000

억원 규모의 아인 소크나(Ain Sokhna) 화력발전소의 보

일러 공급 및 설치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4) 보령화력발전3호기성능개선공사수주

두산중공업은 올해로 준공한 지 23년이 지난 보령화력발

전 3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공사를 1600억원에 수주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성능개선 공사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핵심 기자재의 성

능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여 발전소의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 개선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6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500MW 표준화력발전소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국책과제 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수주에 따라 향후 보령화

력발전 3호기의 보일러, 터빈 등 주기기와 각종 보조설비

의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및 성능보증에 이르는 전 과

정을 일괄 수행해 2019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성능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보령화력발전 3호기는

핵심설비인 증기터빈과 보일러의 발전효율이 대폭 개선

된 최신 발전소로 거듭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연간 27만

톤 이상 줄일 수 있고, 연료비는 연간 12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박흥권 두산중공업 터빈/발전기 BG장은“노후

화된 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

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새로운 솔루션”이라며“향후 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500MW 표준석탄화력발전의 성능

개선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 등 해외 발전소의

성능개선 시장에서도 적극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20기의 500MW 표준화력발전소가 운영 중

이며, 지난 1993년에 준공된 보령화력발전 3호기는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설계, 기자재 제작, 건설 및 시운전을 시

행한 국내 최초의 500MW급 석탄화력 발전소다.

(5) 1조원규모사우디화력발전계약체결

두산중공업은 UAE 두바이에서 프랑스 에너지 전문기업

인 '엔지(ENGIE)'의 데이비드 리치 최고기술경영자와 김

헌탁 두산중공업 EPC BG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최종 낙찰 통보를 받은 1조원 규모의 사우디 파드힐리 복

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9일 밝

혔다. 파드힐리 복합화력발전소는 사우디 주베일(Jubail)

항구에서 북서쪽으로 85km 떨어진 파드힐리 가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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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hili Gas Complex)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플랜트로,

발전용량이 1천519 MW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 두산

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

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2019년 11월말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엔지(ENGIE)’와 컨소시엄을 이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발주처인 사우디아라

비아 전력청(SEC)과 국영석유회사‘아람코’로부터 최종

낙찰 통보를 받았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이번 계약에 이

어, 이달 중에 2조 4000억 원 규모의 인도‘오브라C(Obra-

C)’와‘자와하푸르(Jawaharpur)’프로젝트 수주도 기대대

로 이뤄질 경우 올해 수주실적은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 SK건설, 터키 유라시아해저터널 개통 ··· 유
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에‘해
저바닷길’을열다!

SK건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라시아해저터널을 개통

했다. SK건설은 20일 터키 수도 이스탄불을 아시아와 유

럽 대륙으로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 해저(海底)를 관통

하는 5.4km 짜리 복층 유라시아해저터널을 개통했다고 밝

혔다. 이날 이스탄불 현지에서 열린 터널 개통식에는 터

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비날리 이을드름

총리, 최광철 SK건설 사장, 조윤수 터키 주재 한국대사,

차영주 이스탄불 총영사 등 양국 정부 및 사업 관계자들

이 참석했다. 유라시아터널 개통으로 세계의 고도(古都)

이자 관광명소인 이스탄불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이 획기

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유라시아해저터널은

이스탄불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문화, 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며“더불어 세계 관광대국인 터키의 국제적 위상

도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건설은 지난 2008년 터키의 야피메르케지와 유라

시아터널 프로젝트를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으로 공

동 수주했고, 2013년 1월 공사에 착공한 이래 48개월 만에

터널을 성공적으로 개통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용 복층터널인 유라시아터널은 해저터

널 구간이 5.4km로, 육지 접속도로까지 포함하면 총연장

이 14.6km에 달한다. 총 사업비 12억4000만 달러(약 1조

4700억원)가 투입돼 터키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특히 보

스포러스 해저터널 구간은 최고수심이 110m에 달하고 모

래-자갈-점토가 뒤섞인 무른 충적층 해저에다가 고대 유

물-유적 보호라는 난공사 조건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개

통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SK건설은 설명했다.

해저터널 구간 공사에는 단면지름 13.7m, 총길이 120m, 무

게 3300t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TBM(tunnel boring

machine)이 투입됐고, 하루 평균 25톤 트럭 100대 분량의

토사를 보스포러스 해저에서 퍼 올리며 7m씩 굴진한 끝

에 터널 준공에 이르렀다. 서석재 SK건설 전무는“유라시

아터널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르게 조기 개통했다”며

“특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진무 SK건설 터키 현장소장은“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고군분투한 끝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역사

적인 해저터널을 성공적으로 개통했다”면서“동시에 세

계 건설무대에서 당사의 높은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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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건설은 지난 10월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유

라시아터널 프로젝트로 세계적 권위의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로부터 2016년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상

(Global Best Project)을 수상했다. 유라시아터널 개통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100

분에서 15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터널은

하루 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교통망을 따라 터널 주변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이스

탄불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SK건설은 터널 준공 이후에도 오는 2041년까지 유

지보수와 시설운영을 도맡아 운영수익을 받게 된다.

최광철 SK건설 사장은“유라시아해저터널은 그 동안 국

내 건설업체들이 집중해온 EPC(설계-조달-시공) 저수익

방식에서 탈피해 수주한 대표적인 고수익 개발형사업”이

라며“앞으로도 SK건설은 개발사업 수행경험을 살려 유

라시아 해저터널과 같은 성공사례를 계속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 LG CNS, 55MW 규모 일본 신미네 태양광 발전
사업수주
LG CNS(대표 김영섭)가 일본 야마구치현 신미네 지역에

일본 내 Top 5로 손꼽히는 대규모 55MW급 태양광 발전

소를 구축한다. 

신미네 55MW 태양광 발전소는 구축 완료 시 년간

64.5GWh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23,500 가구가

일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이다. 이번 사업 규모

는 구축과 운영을 합해 약 1,700억원이며, 2018년 5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약 18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이 사업은 글로벌 태양광 회사 캐나디안 솔라(Canadian

Solar Inc)가 발주한 사업이다. LG CNS는 금번 사업 수주

로 일본에서만 총 162MW를 시공하게 되어 국내 기업으

로 최대 실적을 보유, 일본 내 명실상부한 태양광 발전

사업 강자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번 신미네 사업은 LG CNS가 일본에서 5번째로 진행하

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준공 시 일본 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있어 Top 5로 손꼽히는 대규모 사업으로, LG

CNS 태양광 발전 구축 사업 중 50MW 이상 최초 대형

사업이다.

한편, LG CNS는 국내 SI사업자 중 유일하게 일본 특정

건설업 면허(전기/건설/토목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

본에서 설계 · 조달 및 시공(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을 포함한 턴키(Turn-key) 방식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적 역량을 확보하

고 있다. 캐나디안 솔라측은 이번 사업 계약에 앞서 LG

CNS 본사와 LG CNS가 일본에 구축 · 운영 중인 현장

을 직접 방문해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평가를 거쳐 LG CNS를 최종 사업자로 결정했다.

LG CNS는 지난 2015년 일본 시마네(10MW)와 토조

(33MW)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

하고, 현재 상업 운전 중이다.

일본 태양광 시장은 년간 9.7GW(약 10 GW)로, 중국에

이어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규모의 태양광 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까다로운 품질 규제와 여러 단

계의 업무 절차로 인해 외국 기업이 태양광 사업을 독립

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번 일본 신미네 태

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은 LG CNS 태양광 구축 및 운영

역량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로, 국내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LG CNS는 일본에서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을 두고 추가 협상 중이다. 조직개편 통해

태양광 사업 등 에너지 사업 가속화

LG CNS는 SI 사업에서 축적된 사업 관리 역량과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관리시스템) 솔

루션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 

또한, LG CNS는 육지 태양광 외 수상 태양광과 풍력 발

전소, ESS(Energy Storage System) 구축 등 경험을 바탕으

로 에너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북미 시장 진출과 함께 해

외 각국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LG CNS 에너지신산업담당 하태석 상무는“금번 신미네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은 해외 업체가 진출하기 쉽지

않은 일본 시장 진출의 확고한 발판이 될 것이며, LG

CNS는 향후 일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

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에너지 사업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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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G CNS는 2017년 시장과 사업환경 변화에 선도적

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2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

다. 신성장 및 전략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에너지,

사이니지, 스마트빌딩 영역을 담당하는『스마트에너지사

업부』재편했다. LG CNS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내실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4. GS건설, 보츠와나서 5.6억 달러 규모 석탄화력
발전프로젝트수주
GS건설이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 보츠와나에 첫

진출했다. GS건설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5.6억 달러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

다.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보츠와나 현지법인 팔라페

파워 제너레이션(PALAPYE POWER GENERATION,

이하 팔라페)社가 발주한 모루풀레(Morupule) B 2단계 석

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로 공사금액은 약 5억6511만 달러

(한화 약 6,602억원)에 달한다.

15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계약식

에는 김성병 포스코에너지 상무와 마루오(Mr. Maruo) 팔

라페社 디렉터, 임기문 GS건설 전력부문 대표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EPC 계약을 체결했다.

모루풀레 B 2단계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은 보츠와나의 수

도 가보로네에서 북쪽으로 280km 떨어진 팔라페 지역에

위치하며, 150MW급 순환유동층보일러(CFBC) 방식 발전

소 2기를 짓는 공사다. 설계에서 조달과 시공까지 한꺼번

에 제공하는 EPC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기간은 약 46개

월이다. 보츠와나는 대부분의 전력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

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

가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GS건설은 남부 아프리카 중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평

가 받는 보츠와나 시장에 최초로 진출하면서 남부 아프

리카 시장의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보츠와나는 지리

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쪽으로 국경이 맞닿아 있

는 국가로 대통령제를 취한 민주주의 국가다. 보츠와나의

실질구매력(PPP)과 국민총소득(GNI)은 아프리카 내 4위

수준이다. 주력 산업인 광공업과 자원개발 및 인프라 부

문에 대한 정부와 외국 민간 자본의 지속적인 투자로 평

균 6~8%정도의 준수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치안도

안전해 사업 수행 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최근 저유가로 인한 중동 오일 시장의 발주 급감으로 국

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는 크게 위축됐으며, GS건설은

이에 대응하는 해외 사업 전략으로 중동 중심에서 벗어

나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해외 시장 다변화를 꾸준히

모색해 오고 있다. 임기문 GS건설 전력부문 대표는“보츠

와나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 사업 시장은 향후 지속

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GS건설은 국내외 다양한 발

전소 시공 실적을 쌓으며 얻은 사업 수행 노하우를 활용

해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 현대로템동정
(1) 코레일·철도硏·현대로템, 국산 2층 고속열차개

발나서

현대로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산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

합중공업회사 현대로템은 10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

일) 서울 사옥에서 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

도연) 및 현대로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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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OU를 통해 현대로템은 코레일, 철도연과 함께 국

내 최초 2층 고속열차 개발에 나서게 됐다. 2017년까지

300km/h급 시제 차량 2량의 제작과 시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현대로템은 시제 차량의 설계·제작 및 유지보

수를, 코레일은 시운전, 철도연은 차량의 시험계측 및 주

행안전성 해석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계획된 일정대로 개발이 완료될 시 실제 차량 제작에는 5

년 가량이 소요, 2023년경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다. 현대로템은 2012년 430km/h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HEMU-430X’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2

층 고속열차 개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2층 고속열차는 단층인 KTX-Ⅰ(931석)보다 50% 이상 늘

어난 1404석의 좌석을 배치할 수 있는 등 수송 효율이 뛰

어나기 때문에 한정된 선로용량을 극복함과 동시에 경부

선, 호남선 등 승객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의 좌석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터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해외 고속열차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속열차 제품군 확대로 연평균 9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고속열차 시장 진출에도 긍

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국산 2층 고속

열차 개발로 다양한 고속열차 제품군을 확보해 국내 최

초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 진출에 앞장서겠다”며“관계기

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산 2층 고속열차 개발을 성공적으

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 9호선3단계투입전동차32량수주

현대로템이 서울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에 맞춰 투입될

전동차를 수주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서울시

9호선 전동차 추가 물량 32량을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오는 2018년 12월까지 서울시에 전동

차 32량을 추가로 납품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약 440억

원이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 개통예정인 9호선 3단계 종

합운동장~보훈병원 구간 개통에 맞춰 추가차량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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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현대로템이 창원공장에서 생산해 납품할 32량의 전

동차는 신규 24량(6량 1편성)과 기존에 운행되던 열차를

재편성하기 위한 추가차량 8량(4량 1편성 → 6량 1편성)

이다.  

현대로템은 9호선이 승객 수요가 많아 혼잡도가 높은 노

선인 점을 감안해 생산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해 3단계 구

간 개통에 맞춰 차량이 납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

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국제규격에 발맞

춘 차량규격 및 안전기준을 적용해 차량의 신뢰성과 품

질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울 9호선은 승객 수요가 많아 혼잡도가 높은 노선으로

오전 출근시간 혼잡도가 20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9호선 혼잡도 조기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5월 9호선 전동차 70량을 수주, 설계변경 최

소화 및 일단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통상 수주로부

터 2년 정도 소요되는 전동차 첫 편성 출고를 1년으로 앞

당겨 지난 5월 첫 편성(4량)을 납품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수주한 70량 가운데 현재 제작 중인

지난 5월 첫 편성 이후로 6편성을 추가로 납품했으며, 내

년 12월까지 나머지 42량의 남품도 완료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9호선 전동차 1, 2단계 사업을 수행하

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수주한 추가물량 32

량 역시 고품질의 안전하고 쾌적한 전동차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1천억규모코레일고속철·전동차수주

현대로템이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 제작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은 한국철

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발주한 590억원 규모 동력분산

식 고속열차 16량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코레일에서 발주한 한국형 차세대 고속열차는 동

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운행최고속도가 320km/h, 설계최고

속도는 352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각 8

량씩 2개 편성으로 구성되며 현대로템은 오는 2021년 3월

까지 차량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는 현대로템이 따낸 두번째 동력분산식 고속열

차 사업이다. 지난 6월 현대로템은 코레일로부터 경전선

부산~마산 구간에 투입될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

250)를 수주한 바 있다. 이는 현대로템이 수주한 사상 첫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였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원

이 각 객차 하부에 분산배치 된 열차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KTX-산천, KTX-산천II 등은 열차 앞뒤에 동

력차가 달린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열차 앞칸과 뒤칸에 동력장치가

장착된 집중식과 달리 차량 전체에 승객이 탑승할 수 있

는 객실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송능력면에서 효율적이다.

또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집중식에 비해 가?감속 성능

이 뛰어나 곡선선로가 많고 역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

환경에 최적화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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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이번에 수주해 납품하게 될 고속열차는 기존

KTX-산천(363석) 대비 좌석수가 약 40~50%(회전식 515

석~고정식 549석) 증가한다. 또 2개 편성을 연결할 시 좌

석 수는 1098석으로 KTX-산천 3개 편성보다 많다. 아울

러 시속 300km에 도달하는 시간도 230초로 기존 KTX-산

천의 316초보다 1분 26초나 단축된다.

현대로템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수주에 성공하며 다양한 속도대역의 고속열차

수주 실적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싱가

포르 고속열차 등 사상 첫 해외 고속열차 수주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이번 수주를 통해 운행최고속도

320km/h급, 260km/h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국내 실적을

확보하게 됐다”며“국내 최고속도대역의 고속열차 수주

를 발판으로 국가적 숙원사업인 고속열차 해외수출을 달

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이날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수주와 함께

코레일로부터 438억원 규모의 동해선 전동차 28량을 낙찰

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동해선 2단계 일광

~태화강 구간에 투입될 전동차 28량(4량 1편성)을 2019년

2월까지 납품하게 된다. 

동해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수도권 광역철도로 기존 우

리나라 광역철도는 중앙선, 분당선 등 수도권에 집중돼있

었다. 최초의 비수도권 광역철도인 만큼 현대로템은 차체

강도, 소음, 충돌안전성 등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충족

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전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6. 현대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 우즈벡서 총 8억
3,300만불규모전력플랜트2건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잇따라

2건의 발전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연말

해외수주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물량이 2006년 이후 10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수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

탄에서 총 8억 3,300만불 규모의 발전플랜트를 수주했다고

22일(목) 밝혔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T PLN)

가 발주한 3억 9,700만불 규모의「칼셀텡-2(Kalselteng-2)

석탄화력발전소」수주에 성공하고 본 계약을 체결했다.

21일(수)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T PLN) 사옥에서 치러

진 계약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전력플랜트사업본부장 하

종현 상무, 윤의순 상무, 소프얀 바시르(Sofyan Basir) 인도

네시아 전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일본 이토추(ITOCHU) 상사, 인도네시아

트루바 자야 엔지니어링(Truba Jaya Engineering) 등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

시아 보르네오 섬 남단 끝자락에 위치한 아삼-아삼 마을

(Asam-Asam)에 발전용량 1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

(Unit 1&2)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39개

월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낭보가 이어졌다. 현대엔지니

어링-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4억 3,600만

불 규모의「타키하타쉬(Takhiatash)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영 전력청(Uzbekenergo)이 아시아개발은

행(ADB)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발주한 이번 프로젝

트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Tashkent) 에서 서쪽으

로 약 1,100km 떨어진 누쿠스(Nukus)지역 타키하타쉬

(Takhiatash) 市에 발전용량 560MW급의 가스터빈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31개

월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우즈베키

스탄 재건기금 및 정부 예산 으로 진행되어 공사비가 이

미 확보된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PF조달이 필요 없어 시

공사가 금융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사비 미수 우려

도 없는 우량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

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이 같은 성과는 풍부한 현지 사업

수행 경험과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간 시너지가 발주

처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기에 달성 가능했다. 

「인도네시아 칼셀텡-2 석탄화력발전소」수주로 현대엔지

니어링은 지난 2008년「바탐 복합화력발전소 증설사업」이

후 인도네시아에서만 네 번째 전력플랜트를 수주하는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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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이뤘다. 인도네시아는 86%의 낮은 전력 보급률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규모 전력용량 확충에 나설

방침을 세우면서 글로벌 발전사업자 및 건설업체들이 적

극적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로

부터의 정보 수집이 어렵고 발주 계획 수정이 잦아 적극

적인 시장 진출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쌓은 깊은 신뢰와 그 동안 축

적한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인도네시아 전력플랜트 시장

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타키하타쉬 복합화력발전소 수주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우수한 플랜트 설계 역량과 현대건설

의 풍부한 시공 경험이 결합해 이룬 성과로 평가 받고 있

으며, 향후에도 양사는 해외 플랜트 공사 입찰에서 시너

지를 기반으로 입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우즈베키스탄

타키하타쉬 복합화력발전소 국제 경쟁 입찰에서 저가 수

주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터키 업체에 가격평가에서

는 뒤졌으나, 기술 및 수행 경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격차이를 뒤집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극

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쌓아온 풍부한 발전플랜트 수행 경험과 현대

자동차그룹 건설계열사간 시너지효과가 이번 수주의 결

실로 이어졌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베트남 등 동남아 건설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주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7. 현대중공업, 오세아니아서미니굴삭기100대수주
현대중공업 미니굴삭기가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등 선진

시장에서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의 현지 딜러를 통해 1.7~3.5톤급 미니굴

삭기 100대를 일괄 수주했다고 지난 21일(수) 밝혔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의 미니굴삭기 시장은

일본, 미국업체가 주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대규모 수

주에 성공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대규모 수주에 힘입어 올해 오세아니

아, 유럽, 북미 등 선진시장에서 전년동기 대비 40% 이상

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한 원격관리서비스 등 현지 고객들의 니즈

(Needs)를 적극 반영한 애프터서비스(AS) 전략을 바탕으

로 이 같은 성장률을 이끌어 냈다. 미니굴삭기는 도심 번

화가나 주택 밀집지역 등 협소한 공간에서 주로 사용되

는 장비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7년 이 시장에 진출, 트

랙이탈방지와 긴급정차시스템 등 안전성을 크게 높인 제

품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제품은 글로벌 경기 악화에도 연평균 13%씩 매출 신

장을 이어가며, 14톤급 이상 중대형 굴삭기와 함께 현대

중공업의 주력 상품으로 성장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글로벌 종합운송장비 기업인 CNH 인더스트리

얼(Industrial)사와 미니굴삭기 6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2018년 말까지 전 세계 미니굴삭

기 판매량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연 9천대 수준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2017년에 확장 이전

하는 벨지움법인을 통해 현지의 부품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럽 시장의 AS서비

스가 한층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미니굴삭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Ⅳ. 금속관련관련업계동정
1. 국내철강업계최초로단체표준인증획득
동국제강이 12일, 국내 철강 분야 최초로 철강협회에서

발급한 단체표준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인증은 거푸집

제작에 쓰이는 형강 제품인 철강재 프로파일과 부등변

앵글에 대한 것으로, 이 제품들은 그 동안 KS 제품 규격

이 없어 강종이나 치수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동국제강은 이번 인증을 통해 강재 틀 합판 거푸집에 대

76월간금속&용접저널2017. 01         

용접관련동정2017.01

용접동정201701  2017.1.2 1:45 PM  페이지25    Apogee



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수입 저급 철강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앞서 철강협회는 지난 4일부터 민간차원의 단체표준 인

증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동국제강이 그 첫 번째 인증

을 받게 된 것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철강협회의 송재빈 부회장과 동국제강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증서 전달과 함께 국내 철강재의

품질 확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인증 수여식에 참석한 동국제강 이태신 전무는“협

회와 업계가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

한 민간단체표준을 최초로 인증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동국제강은 앞으로도 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

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 코스틸, 제23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회
장상수상

코스틸은 1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중

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년 제23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문화로 높은 평가를 받아 대한상공회의

소회장상을 수상했다. 2010년 제17회 기업혁신대상에서 대

통령상 수상 후 두 번째 수상이다. 갤러리 같은 사무환경,

임직원들의 핸드 프린팅과 꿈이 적힌 드림보드, 직원들

모두 참여해 제안을 하는‘상상뱅크’제안시스템, 아이컨

택을 하며 서로 주먹을 부딪히는 인사법‘오바마 감성터

치’등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경영혁신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이 혁신 내용으로 꼽혔다.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도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Monthly Bloom-up (이하 M.B.) 처럼 한 달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의미의 M.B. 교육이 대표적인 제도로 매월 초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부분에서 Insight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전사 집합 교육을 올해 7년 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Jump to Dream

School(이하 J.D.스쿨) 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교육과 인문

학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직원 1인당 한 달에 1권 이상 책을 읽는‘111

운동’과‘독서토론회’도 운영,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

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코스틸이

임직원 1인당 투자한 연평균 교육비는 170만원으로 대기

업의 1인당 연평균 교육비인 135만원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코스틸 관계자는“직원들을 위한 제도나 복지 등이 비용

이 아닌 투자일 때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을 불

러올 것이다”며“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 활동을 위해 노

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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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코동정
(1) 포스코에너지, 보츠와나석탄화력발전사업전력거

래계약체결

포스코에너지(사장 윤동준)가 12월 6일 남아프리카 보츠

와나공화국 수도인 가보로네에서 보츠와나국영전력공사

(BPC, Botswana Power Corporation)와 '300MW급 모루풀레

B 2단계(Morupule B Phase Ⅱ) 5·6호기 사업'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11월, 보츠와나공화국의 광물에너

지자원부 (MMGE, 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Green

Technology and Energy Security)가 국제경쟁입찰로 발주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되어 보츠와나 정부와 주요계약 협상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북동쪽 약

280Km에 위치한 팔라페 지역 모루풀레 광산 인근에

3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 뒤 생산한 전력을 보

츠와나 국영전력회사(BPC)에 전량 판매하는 형태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일본 종합상사인 마루베니(Marubeni)와

각각 50%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마루베니와 30년간 발전소 운영 및 관리

(O&M, Operating and Maintenance)를 공동으로 맡게 된

다. 한편 보츠와나 석탄화력발전소는 2017년 상반기에 착

공해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

이다. 

(2) 국산냉연강판멕시코수출 '청신호'

멕시코로의 냉연강판 수출이 한층 밝아질 전망이다. 멕시

코 경제부는 12월 16일 한국산 냉연강판 수입쿼터 물량을

2017년 4만 톤 추가, 2018년 6만 톤 추가 확대하겠다는 예

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철강업계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아직 예비판정이지만, 최종판정까지 확정되면 당초 53만

톤 수준에 묶여 있던 대(對)멕시코 냉연강판 수출이 2017

년 56만 5000톤, 2018년 59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에 따른 수출 증가효과는 각각 2200만 달러, 3300만

달러다. 

또한 대멕시코 냉연강판 수출의 대부분이 포스코 아연도

강판공장(포스코멕시코·사진) 등 현지 투자공장용 소재

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판정결과는 현지 공장 경영 안

정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정부는 2012년 7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

핑 조사를 개시했고, 2013년 12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신

5년간 수입물량 제한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국내 철강업

계는 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지 공관 및 로펌

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예비판정 결과를 얻어

냈다. 앞으로 철강업계는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유

지해 2017년 7월 있을 최종판정에서 쿼터물량을 더 늘리

고, 나아가 미국·인도 등지의 주요 통상현안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국 철강수출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4. 지진에버틸수있는힘, 내진철근- 한국철강! 내
진철근KS인증취득
최근 경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및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

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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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내진설계의 핵심자재인 내진 철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철근을 최초로 개발, 납품하는

등 철근업계의 선도업체인 한국철강주식회사(대표이사

장세홍, 조완제)는“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

난 9월부터 D10~35mm 규격에 대한 KS인증 취득을 추진

하여 SD400S, SD500S, SD600S의 내진철근 인증을 12월 7

일부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진에 강한 내진용 철근은 제조과정에서 물성치의 엄격

한 관리를 통해 제품의 항복강도 상한치 및 항복비 등 강

재 성능의 신뢰도를 높인 제품이다. SD600S 특수내진용

철근의 경우 항복강도 600MPa(메가파스칼) 이상으로,

1MPa은 철근 1cm2 면적당 1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뜻한다.

5. 현대제철동정
(1) 현대제철, '단조사업부문' 기업활력법승인

현대제철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으며 단조사업부문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선

다. 현대제철은 22일 산업부로부터 단조사업 부문에 대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인천공장 단강 제조용 50톤 전

기로를 매각하고 조선용 단조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순천단조공장에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집중해 세계 최

고 수준의 고청정.고강도 단조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제철의 설비 매각 대상인 인천공장 단강 제조

용 50톤 전기로는 국내 전체 단강 생산능력 270만톤(추

정)의 약 7.4% 수준인 연산 20만 톤의 쇳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재편으로 국내 단강시장에서의 공급과잉 현상

이 일부 해소될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은 순천단조공장에

일관단조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및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번 인천공장 단강 제조용 50톤 전기로 설비

매각을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현대중공업 단조설비 이

관을 마치고 순천단조공장에 단조사업 역량을 집중할 계

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

미엄급 고부가가치 단조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일관단조 생산체제의 공정 및 물류 효

율성을 극대화해 기존 조선용 단조 제품 뿐 만 아니라 자

동차, 발전, 항공용 등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해 국내 단조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한편 현대

제철이 지원받게 된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2) 2년연속철강업계최다 '세계일류상품' 보유영예

현대제철이 '2016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에서

6개 제품을 세계일류상품 명단에 올리며 12년 연속 철강

업계 최다 보유 영예를 이어갔다.

현대제철은 28일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결

과 H형강을 비롯한 6개 제품이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부 주관으로 KOTRA에서 글로벌 시

장 선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며 해당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기

업 중 1위일 때 자격이 부여된다.

현대제철은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기 시작한 첫 해인

2001년 H형강과 열간압연용 원심주조공구강롤(HSS

ROLL) 등 2개 제품을 일류상품의 반열에 올린 이래 2005

년 무한궤도, 부등변부등후 앵글, 강널말뚝, 선미주강품

등 4개 제품을 추가하면서 6개의 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됐

다. 지난 2015년에는 선미주강품이 제외됐지만 유정용강

관이 새롭게 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면서 6개의 일류상품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H형강은 건설용 강재로

서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규격별 생산을 통해 세계시장

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전체 H

형강 수출액의 약 90% 수준인 6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지

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약 4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3위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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