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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24D
JIH-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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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JIH-18DE/18D

JIH-24D

JIH-16

JIH-20

절단각도

90°or 45°

90°or 45°

45°~0~ 45°

45°~0~ 45°

절단범위
(H×W)mm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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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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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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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 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아크라
FHBS-350DSAP

FHBS-350DSAP

FHBS-310DSAP

반자동 양각도 절단 (2Ways Swivel)

절단능력 (Cutting Capacity)
0° ●250mm ■240×240mm
45° ●200mm ■180×180mm
-45° ●150mm ■150×150mm
-60° ●120mm ■95×95mm

240×240mm
200×140mm
170×90mm
120×95mm

■
■
■
■

Blade size 27×0.9×2730mm
Dimension 1676×749×1054mm
Net W./G.W. 310/360kgs

반자동 양각도 절단 (2Ways Swivel)

절단능력 (Cutting Capacity)
0° ●270mm ■260×260mm
45° ●240mm ■220×220mm
60° ●160mm ■150×150mm
45°(L) ●150mm ■180×180mm

350×220mm
■240×160mm

■

180×180mm

■

Blade size × ×
Dimension × ×
Net W./G.W.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6-2번지 시화공작기계판매단지 3동 303호

(031)433-9114

010-8340-0010

www.paldomc.co.kr

Technology Feature

발전소의배관(tubing) 교체에사용된오비탈GTA 용접
*역자: 오비탈 용접(ORBITAL WELDING)은 파이프 특수 용접이라고도 하나 편의를 위해 아래 텍스트에는 오비탈 용접이라고 표기

ARC Machines, inc. BARBARA K. HENON 박사 저

1. 서 론
매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의 TransAlta Utilities 회사
(TAU)는 여섯 개의 석탄으로 가동되는 선댄스 발전소에
발전기 중 한 개를 정지시키고 대대적으로 점검을 실시
한다. 이 발전소의 여섯 개에 발전기는 앨버타주 에드먼
턴에서 70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총
2100MW의 용량을 뽐낸다. 이 점검으로 대대적인 보일러
공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테인리스강(鋼)의 내부 요
소를 크롬몰리브덴 강의 외부 요소와 연결시키는 이 용
접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올해는 342개의 과열기를 바
이메탈릭 용접으로 교체 할 계획이 있었다.

2. 바이메탈릭 용접 교체
과열기는 1005.F도에 2475 psig 설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바이메탈릭 용접은 각기 다른 요소 간의 다양한 팽창 계
수(膨張係數)로 인하여 생기는 열응력을 흡수해 주며, 일
반 압력과 온도 조절까지 해준다. 대다수 응력이 쌓인 이
유는 시기별로 관리를 위해 가동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는 용접 크리프 수명을 최소 100,000 가동 시간으로 줄
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EPRI (전력 연구기관)은 이 문제
에 대한 수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 75,000시
간을 연이어 가동하면 최초의 용접 문제가 발생한다고
추정하며, 문제는 보통 내부의 열 영향부(HAZ)에서 발생
한다고 밝혀졌다. 선댄스 발전소의 첫 번째 발전기는 20
년 동안 가동되어 왔고, 88%의 가동률로 가동되고 있으
며, 총 150,000시간이 가동되었다. 매뉴얼에 따라 수많은
바이메탈릭 용접이 수리되었기 때문에 교체되어야 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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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시기였다.
발전소장 Floyd Mulligan은 튜브 교체 시기를 늘릴 수 있
는 용접 기술을 찾고 있었다. 발전소는 이전에 꽤 많은
바이메탈릭 용접 문제를 겪었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보통 하루 5만불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Floyd는 한 번의
교체로 200,000시간을 가동할 수 있는 교체작업을 하길 원
했기 때문에 바이메탈릭 용접에 새로운 이음설계가 사용
되었다.
이 새로운 설계도는 기존의 E 309 용접봉 대신 Inconel을
필러(끼움재)로 사용하고 넓은 캡으로 용접 프로필을 바
꾸었다. 이 설계는 연구실에서 진행된 크리프 테스트에서
용접의 수명을 네 배나 증가시킨다고 나타났다. 원래는
현장용접으로 사용이 되었던 이번 프로젝트의 바이메탈
릭 용접은 현장에서 떨어진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사진 1- 용접작업 준비에 앞서 과열기 헤더 튜브 위에 올려진 용
접 헤드. 용접 헤드가 보여지는 것처럼 센터 튜브 위에 올려져 있
을 때, 용접 헤드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간격이 딱 알맞다. 완성
된 용접이 아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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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lta사(社)는 발전시설의 남은 수명 동안 추가적인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
어진 조립체들은 2피트의 스테인리스 강과 크롬몰리브덴
으로 만들어진 배관과 2피트의 바이메탈릭 중심 용접으
로 이루어졌으며, 총 4피트의 길이로 되어있다. 발전기 점
검 작업은 기존의 바이메탈릭 용접을 제거하고(인접 튜
브까지 포함) 바이메탈릭 용접 조립체로 대체하는 것을
포합한다.

3. 오비탈 파이프 용접
전통적으로, 이 작업은 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작업의 용접부분- 스테인리스 강(304-H)을
스테인리스 강으로, 크롬몰리 (T22)를 크롬몰리로 교체하
는 작업은 20명에서 26명의 숙련된 GTA 용접공들이 필
요했다. 전년도에 이루어진 비슷한 프로젝트에서, TAU사
(社)를 위해 일하던 계약자가 해당 작업을 위한 작업자들
을 충분히 구하지 못하여 TransAlta 사(社)는 캘리포니아
Pacoima에 있는 Arc Machines사(社)에서 인력과 오비탈
용접 기계를 얻었어야만 했다. 해당 프로젝트 기간 동안,
오비탈 용접 기계의 잠재성은 TAU 사(社)의 수석 엔지
니어 기술자인 Steve Thomas의 눈에 띠게 되었다.
TransAlta 사(社)는 오비탈 용접 기계를 선댄스 발전기 1
호의 바이메탈릭 용접 대체 작업에 사용하고 싶어했다.
Asea Brown Boveri, Inc. 사(社) (ABB 연소 서비스)와 함
께 일하며, 프로젝트에 오비탈 용접 기기를 사용하게끔

계획을 세웠다. TAU 사(社)가 ABB 사(社)를 고른 이유
는 ABB 사(社)가 캐나다 내의 주요 시설에서 오비탈 용
접 기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인사 선발 및 교육
선댄스 발전소에서 일을 하려면 믿을만하고 숙련된 인력
이 다시 필요했다. 캐나다의 전력 산업에서는 비교적으로
전력 공급 수요가 적은 여름 내내 대대적인 시설점검이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에는 보통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 ABB 연소 서비스 사(社)는 선댄스 1호
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기에 기계 운영을 할만한 숙련
된 인력이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숙련된 인력을 제공
할 수 없었다. 이런 ABB 사(社)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던 TAU 사(社)는 ABB사(社)의 용접공 8명을 교육시키
는 데 투자하였다. 이 용접공들은 ABB사(社)가 앨버타주
의 보일러 관리 인력 공급 회사인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Boilermakers, Local 146 사(社)에서 정기적으로 고용한
인력이다. Local 146 사(社)는 오비탈 용접 기술에 큰 관심
을 보였다. 그들의 직원이 이 교육을 받으면 회사의 기술
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ABB 사(社)의 에드먼턴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Arc
Machines, Inc. 사(社)의 파이프 용접 제품 매니저 및 용접
기술공인 Frank York가 한 번에 4명의 용접공씩 총 두 번
의 32시간짜리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각 용접공은 해당 기계에 64시간의 경험을 쌓았다. 이
중 반은 용접에, 나머지 반은 합동준비를 하는 데 쓰였다.
이 모든 과정은 ABB 사(社)의 수석 오비탈 용접 기술가
인 Steve Chambers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5. 작업의 범위

사진 2- 과열기 헤더 튜브 용접 준비를 위해 오비탈 용접 장비 작
업자가 프로그램 운영 펜던트를 사용하여 용접 헤드의 위치를 조
정 중. 완성된 크롬몰리와 크롬몰리 용접과 겹겹이 쌓인 배관이 과
열기 헤드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작업의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아주 세밀
하게 작업 범위가 계획되었다. 튜브 드레싱, 설치, 끼워넣
기, 루트(roots)용접, 엑스레이 등등에 대한 일일 목표량이
세워졌다. 실제 작업은 8월 2일 시작되었고 9월 16일 마치
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효율적으로, 또 아무 문제 없이 시
간에 맞추어 업무를 마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을 최대한 준비하였다. TransAlta 사(社)는 필요한 도구와
기기들을 제공해주었고 이 중에는 오비탈 용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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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tubing) 끝을 준비하는 기기를 페이싱(facing) 하는 작
업도 포함되었다.
인적요소 또한 고려되었다. 기술자들이 작업환경에서 멀
리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일러 빌딩에 과열
기 헤더가 있는 층에 에어컨이 나오는 식당과 화장실을
만들었다. 유일하게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주 느렸고 꽤
좁았기 때문에, 이 방들을 만들어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
일 수 있었다.
3주 동안 총 684개의 용접이 이루어져야 했다. 헤더 튜브
들은 114개의 열로 이뤄졌고, 세 개의 튜브 가 들어가는
깊이에 2인치 정도 반경으로 튜브가 사이마다 있었다. 용
접 될 배관의 외경은 모두 2인치였다. 크롬몰리 배관의
벽 두께는 0.460인치였고, 스테인리스 배관의 벽 두께는
0.240 인치였다. 용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ABB 사(社)의
용접 엔지니어링 기술자인 Larrie Hermans가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의 섹션 1부터 9까지, Weld
Procedure Specifications(WPS), 그리고 Procedure and
Performance Qualification Records(PQRs)에 맞춘 인증된 용
접 절차를 만들어야 했다. 이로 하여금 용접과정과 용접
공들이 지침서의 조건을 따르게 되었다.
작업은 ABB 사(社)와 TAU 사(社)의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다. TAU의 Steve Thomas, ABB의 관리
매니저 Brad Herczeg, ABB 현장 매니저 Spencer Allen이
작업을 실행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였고
현실적인 계획안을 만들었다.

6. 용접 장비

사진 3- 용접 기술자가 용접 작업을 펜던트에서 조정 중. 과열기
헤더 배관 아래 줄에 있는 용접 헤드는 용접 작업 중.

사진 4- 과열기 헤더 튜브 위의 부분적으로 완료된 크롬몰리와 크
롬몰리 용접. 첫 층 용접과 FIRST-FILL 용접 작업이 먼저 되고 그 후
최종 FILL 패스 용접과 CAP 패스 용접을 하기 전 반드시 방사선촬
영 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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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에는 AMI 사(社)의 3개에 풀 기능의 마이크
로 프로세서로 컨트롤하는 파이프 용접 전원공급장치
MODEL 215와 용접 헤드 MODEL 81 사용되었다. - 사진
1. 참조. 구간속도를 위한 용접 변수, 아크 전압 컨트롤, 용
접 전류, 진동, 그리고 와이어 미급속도 등이 적힌 용접
스케줄이 프로그램 오퍼레이터 펜던트를 통하여 발전기
로 입력되었고 메모리에 저장되었다. - 사진 2. 참조. 용접
중, 보조 오퍼레이션 펜던트를 사용하여 토치(torch)에 미
세한 스티어링(steering)이 일어났다. 물로 식힌 네 개의
MODEL 81 파이프 용접 헤드가 현장에 있었고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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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분으로 남겨두었다. M-81의 토치에 끝부분은 1 1/2 인
치 연장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용접 작업 동안 연결 부
분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었고 용접 헤드를 과도한 열
로부터 보호 되었다. 작업 공간이 매우 좁고 튜브 사이의
간격은 2인치밖에 되지 않았다. (사진 3 참고). 몇 몇 부분
에서는, 1.75인치의 반경의 틈 안에 용접 헤드를 넣기 위
해서 튜브를 조금 벌려야만 했다.
두 개의 장비로 헤더의 한쪽 끝에 있는 튜브들에 먼저 용
접 작업을 시작했고 점점 중간 부근으로 옮겨서 작업을
하였다. (사진 4 참고). 그리고 세 번째 장비는 중간부터
바깥 쪽으로 향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용접되지
않은 튜브 창을 만들어서 용접을 할 공간을 만들기 위함
이다- 사진 5 참고. 배관의 밑 부분에는 엎드려 들어갈 만
한 공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관의 가운데
줄은 손이 닿기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만약 이 용접이
매뉴얼대로 작업되었다면, 가운데 줄의 용접은 용접공이
위에서 밑으로 뻗어서 작업하거나 혹은 밑에서 위로 뻗
어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보통 한 장비의 같
은 용접 이음에 두 명의 용접공이 작업하는 것이 대부분
의 경우다. 하지만 AMI 사(社)의 오비탈 용접장비를 사
용하였기 때문에 각 장비마다 한 명의 용접공으로 작업
이 가능했다. 자동화 장비의 사용은 용접공이 불편한 자
세로 수동 용접을 해야 하는 작업과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작업까지 처리해주었다.

ABB사(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절삭(cutting)과 퍼
징(purging)을 하는 제작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로 하여금
TAU에게 가장 최적의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시간과 비용 싸움이
었기 때문이다. Arc Machines, Inc.는 Frank York를 현장에
배치하여 용접 작업을 지켜볼 수 있게 협조하였다. 작업
이 시작되고, 그들은 기존에 네 번의 과정이 필요했던 스
테인리스와 스테인리스 용접을 세 번으로 줄여 용접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였다. 크롬몰리와 크롬몰리 용접은 8
번의 과정을 거쳐 완료되었다. 스테인리스와 스테인리스
용접을 먼저 진행하였는데 이는 용접작업 중 스테인리스
용접이 불활성 아르곤 가스 (inert argon gas)와 퍼징
(purging)될 수 있도록 함이었다. 아르곤 가스와 퍼징하는
작업은 용접의 표면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더욱 깨
끗하고 양질의 용접을 용이하게 한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용해성이 있는 퍼지댐(purge dam) 재료는 수압시험
(hydrotesting)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7. 생산기술은 생산력을 증가시킨다.
교육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게 용
접 생산력의 수준을 높이려는 목표가 세워졌다. 학습곡선
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됐지만, 작업자들은 프로젝트 시작
부터 아주 생산적이었다. 5일 동안 세 번의 8시간짜리 작
업 교대가 이뤄진 후 평균 생산량은 장비 1대당, 교대 한
번으로 8개의 용접 가능했다. 몇몇 작업자들은 이 수치의
두 배를 해내기도 했다.
기존의 용접 기술로 한 프로젝트들에서는, 방사선촬영
(radiography)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큰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방사선촬영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
문이다. 이 프로젝트에선, 방사선촬영을 주말에 하여 시간
을 절약할 수 있었다.

사진 5- 완성된 용접은 왼편의 헤더로 들어가면서 세 개의 층으로
된 과열기 헤더 배관을 보여준다.

용접작업은 일관적으로 추정되었던 용접 작업일수보다
빨리 끝났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점은 더욱 정확한 일정
을 맞추기 위해 다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ABB 사(社)는 오비탈 용접으로 하는 이 작업이 2년 전
GTAW로 했던 매뉴얼 작업보다 25%정도 더욱 효율적이
라고 보았다. 또한, 현재 훈련된 핵심 인력은 향후 새로운
작업의 투입될 미래의 인력이 될 것이다.

■ 문의처: 웰드웰 ☎ 055-28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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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속에조선시황, 2017년아직희망은남아있다
IMF에서 2016년 10월 발표된 세계경제전망을 살펴보면 2016년 2.28%까지 하락한 세계교역량의 성장률이 2017년
3,76%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발표가 실현될 경우 해운업의 근본적인 공급과잉 해소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주들의 투자심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유가가 OPEC의 감산합의 등
으로 상승흐름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 조선업 시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2017년에는 국제유가가 50달러대가 예상되는데 이처럼 상승흐름이 이어지면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신조선시장의 활
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가의 상승과 함께 해상환경규제의 강화가 조선업 흐
름에 가장 큰 변화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정된 평형수처리장치 규제로 이 시기 이후 정기검사 일이 도래하는 국제항행 선박은
모두 도크에 입고되어 개조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는 매 5년마다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9월부터 5년 동
안 모든 대상선박은 규제통과를 위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2020년에는 황산화물 규제가 발효되는데 선박들은
투자효율성을 위하여 도크 입고시 이 규제에 대응하는 개조도 같이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은 2017년 신조선 시황은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양플랜
트 시장에도 긍정적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의 상승분위기가 석유시장에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급속한 속도의 가격 상승이 아니라 하여도 해양석유업계의 생산투자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3기의 대규
모 FPSO의 수주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조선시황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
융의 역할이 절대적일 것이며, 다소 불확성이 있다고도 했다.
☞ 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타 기관 자료와 독자의 의견과는 일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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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국내외 조선산업 신조선 추정 수주 현황

11척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5년 64
척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불황의 그늘에
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나, 2016년에 비해 순조로운 출
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2017년 2월 28일 기준 선박종류별 신조선 추정수주현황을
보면 총 23척 중 Gas Carrier 4척(CBM), Tanker Carrier 17
척(DWT), Other vessels(18,000dwt Ro-Ro vessels) 2을 수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추정 수주금액을 보면 1월 US$ 545.7 Million, 2월
US$ 533 Million로 총 US$ 1,078.7 Million 중 Gas Carrier

(1) 2017년 국내 조선소 신조선 추정 수주 현황
“월간 금속&용접저널”
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
기관, Shipbrokers 및 국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
한 국내 조선산업의 2017년 신조선 추정 수주현황을 보면
총 23척 중 1월 Tanker Carrier 12척(1,394,000 DWT), 2월
Gas Carrier 4척(84,000 CBM), Tanker Carrier 5척(750,000
DWT), 18,000dwt Ro-Ro vessels 2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2016년 1월 4척, 2월 4척 대비 2017년 1월 12척, 2월

그림 1. 세계 조선소 2014~2015년 대비 2016년 수주량 추이(옵션 포함)
✽ 출 처: 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세계 조선사, 선주사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를 종합한 통계자료 입니다.
본 자료는 타 기관 및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 독자의 의견과는 일치 하지 않습니다.

Division

Gas Carrier

Tanker Carrier

Bulker Carrier

Container Ships

Other vesse

Monthly Total

January

0

12

0

0

0

12

February

4

5

0

0

2

11

Ship Total

4

17

0

0

2

23

표1. 국내 조선소 선종별 수주현황(옵션 포함 - 2017년 2월 28일 기준)
Division

Gas Carrier(CBM/m³)

Tanker Carrier(DWT)

Bulker Carrier(DWT)

Container Ships(TEU)

January

0

1,394,000

0

0

February

84,000

750,000

0

0

Total

84,000

2,144,000

0

0

표2. 국내 조선소 선종별 추정 수주량(옵션 포함 - 2017년 2월 28일 기준)
Division

Gas Carrier

Tanker Carrier

Bulker Carrier

Container Ships

Other vesse

Monthly Total

January

0

545.70

0

0

0

545.70

February

160.00

254.00

0

0

119.00

533.00

Total

160.00

799.70

0

0

119.00

1,078.70

표3. 국내 조선소 선종 및 월별 추정 신조선 수주금액(옵션 포함 / Unit: US$-Mill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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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Tanker Carrie 6척을 수주한 것으로 있다.
2월에는 일본의 Fukujin Kisen사로부터 50,000dwt Tanker
Carrier 2척(1+1option)을 추정 선가 척당 US$ 31 Million에
수주하였고, 그리스 선사인 Cantral Shipping/Central Mare
으로부터 50,000dwt Tanker Carrier1척을 추정 선가 척당
US$ 32 Million에 수주, 영국의 CLdN Ro-Ro Shipping사로
부터 18,000dwt Ro-Ro Carrier 2척을 추정 선가 척당 US$
59.5 Million에 수주, Norway 선사인 Solvang으로부터
21,000cbm Gas Carrier 4척(2+2option)에 대하여 LOI를 체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조선은 1월 Norway의 Ship
Finance International로부터 114,000dwt Tanker Carrie 4척
(2+2option)을 척당 추정금액 USD 44.5 Million에 수주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5, 그림 2참조)

US$ 160 Million, Tanker Carrier US$ 799.7 Million, Other
vessels US$ 119 Million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3 참조)
2017년 2월 28일기준 업체별 추정 신조선 수주현황을 보
면 현대중공업은 DHT Holdings사로부터 1월초 319,000dwt
VLCC Tanker Carrie 2척과 Greece 의 Enesel사로부터
300,000dwt Tanker Carrier 2척 수주로 총 VLCC 4척을 수
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추정 신조선 수주 총 15척 중 Greece의
Pleiades Shipping Agents S.A.로부터 50,000dwt Tanker
Carrie4척(2+2option)을 척당 추정금액 USD 33.5 Million에
수주와 국내 선사인 Sangji Shipping으로 부터 50,000dwt
Tanker Carrie 1척, Gs Caltex로 부터 50,000dwt Tanker
Carrie 1척을 추정 수주금액 USD 32.7 Million에 수주하여 1
Division

Gas Carrier

HHI

Tanker Carrier

Bulker Carrier

Container Ships

Other vesse

Monthly Total

4

4

DSME

0

SHI

0

HMD

4

9

3

2

15

HSHI

0

STX O&S

0

Sungdong

0

Hanjin H.I.

0

DaeHan

4

4

DaeSun

0

Other

0

Ships Total

4

17

0

0

2

표 4. 2017년 국내 조선업체 선종별 추정 수주현황(옵션 포함 - 2017년 2월 28일 기준)
✽ 출 처: 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세계 조선사, 선주사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를 종합한 통계자료 입니다.
본 자료는 타 기관 및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 독자의 의견과는 일치 하지 않습니다.

그림 2. 국내 조선업체 2017년 선종별 추정 수주량(2017년 2월 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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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hipyard

1

HMD

Jan Pleiades Shipping

Greece

2

HMD

Jan Sangji Shipping

Korea

3

HMD

Jan Gs Caltex

4

Daehan

Jan Ship Finance International

Monthly

Client

Country

Class of Order

Q’
TY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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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

50,000dwt Tanker Carrier

1

2018

USA

50,000dwt Tanker Carrier

1

2018

Norway

114,000dwt Tanker Carrier(2+2option)

4

2018

5

HHI

Jan DHT Holdings

Bermuda

319,000dwt VLCC Tanker Carrier

2

2018

6

HMD

Feb Fukujin Kise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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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

7

HMD

Feb CLdN Ro-Ro Shipping

UK

18,000dwt Ro-Ro

2

2018

8

HMD

Feb Solvang

Norway

21,000cbm Gas Carrier(2+2option) LOI

4

2019

9

HMD Vinashin

50,000dwt Tanker Carrier

1

2018

10

HHI

300,000dwt Tanker Carrier

2

2018

Feb Cantral Shipping/Central Mare Greece
Greece

Feb Enesel

Total By Volume of 2017

23 ships

표 5. 2017년 한국 주요조선소 추정 신조선 수주현황(신조선 옵션포함 - 2017년 2월 28일 기준)
✽ 출 처: 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세계 조선사, 선주사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를 종합한 통계자료 입니다.
본 자료는 타 기관 및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 독자의 의견과는 일치 하지 않습니다.

(2) 2017년 국내 조선소 해양플랜트(Offshore Rig) 추
정 수주 현황
2017년 2월 28일 기준 해양플랜트(Offshore Rig) 추정 수주
현황을 보면 2016년 1월에는 수주소식이 전무하였으나
2017년 1월에는 6기(3+3option), 2월 10기(2+8option) 수주
로 총 16기(5+11option)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체별 해양플랜트(Offshore Rig) 추정 수주 내용을 보면
삼성중공업은 총 5기(2+3option) 중 오일메이저 BP社가
발주하는 매드독(Mad Dog)Ⅱ 프로젝트의 부유식 해양
생산설비(FPU, Floating Production Unit)를 약 1조 5천억원
(약 12.7억 달러)에 수주하여 국내 조선업계 새해 첫 수주
를 기록 했다.
이어 노르웨이 호그(Hoegh)LNG社로부터 170,000㎥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부유식 액화
Monthly

Client

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1척을 약 2,700억원(약 2.3억
달러)에 수주 하였으며 이번 계약에는 FSRU 3척의 옵션
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총 3기(2+1option) 중 노르웨이 호그
(Hoegh)LNG社로부터 170,000㎥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Options exercised 1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과
TURKEY의 Kolin Construction-Kalyon Group에서 170,000㎥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2기
(1+1option)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미국의 Excelerate Energy사로부터 170,000
㎥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8기
(1+7option)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표 6 참조)

NO

Shipyard

Country

Class of Order

1

SHI

Jan BP

UK

FPU, Floating Production Unit

1

2020

2

SHI

Jan Hoegh LNG

Norway

170,000㎥FSRU (1+3option)

4

2019Q2

3

HHI

Jan Hoegh LNG

Norway

170,000㎥FSRU(options exercised)

1

2018Q4

4

HHI

Feb Kolin Construction

TURKEY

170,000㎥FSRU(1+1option)

2

2019

5

DSMEa

Feb Excelerate Energy

USA

170,000㎥FSRU(1+7option)

8

Total By Volume of 2017

Q’
TY

Delivery

2019-20
23 ships

표6. 2017년 국내 조선소 해양플랜트(Offshore Rig) 추정 수주 현황
* 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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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세계 조선산업 신조선 추정 수주 현황

2017년 2월 28일 기준 국가별 추정 신조선 수주현황을 보
면 한국은 총 23척 중 Gas Carrier 4척(84,000 CBM),
Tanker Carrier 17척(2,144,000 DWT), Other vessels(Ro-Ro
vessels) 2척(36,000 DWT)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총 47척 중 Gas Carrier 8척(512,000 CBM), Tanker
Carrier 47척(3,115,800 DWT), Bulker Carrier 6척(437,450
DWT), Container Ships 13척(25,300 TEU), Other vessels 7척
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총 7척 중
Tanker Carrier 4척(432,300 DWT), Bulker Carrier 3척(125,000
DWT)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국가의 경
우 총 30척 중 Tanker Carrier 4척(31,500 DWT), Bulker
Carrier 2척(10,000 DWT), Other vessels 24척을 수주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참조)

“월간 금속&용접저널”
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
기관, Shipbrokers 및 국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
한 2017년 2월 28일 기준 세계 신조선 추정 수주현황을
보면 1월은 총 66척 중 Gas Carrier 8척(512,000 cbm),
Tanker Carrier 41척(2,806,800 dwt), Bulker Carrier 2척(21,450
dwt), Container Ships 7척(12,400 teu), Other vessels 8척을 수
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월은 총 75척 중 Gas
Carrier 4척(84,000 CBM), Tanker Carrier 31척(2,916,800
DWT), Bulker Carrier 9척(551,000 DWT), Container Ship 25
척(12,900 TEU), Other vessels(Ferry, Cruise, car carriers,
RoPax, etc.) 25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표7)

그림 3. 세계 조선소 2014~2016년 대비 2017년 추정 수주현황 추이
✽ 출 처: 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세계 조선사, 선주사 및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를 종합한 통계자료 입니다.
본 자료는 타 기관 및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 독자의 의견과는 일치 하지 않습니다.

Division
January

Gas Carrier

Tanker Carrier

8

41

February

4

31

Ship Total

12

72

Bulker Carrier
2

Container Ships

Other vesse

Monthly Total

7

8

66

9

6

25

75

11

13

33

141

표 7. 세계 조선소 2016년 선종별 수주 비교 (옵션 포함 - 2017년 2월 28일 기준)
Division

Gas Carrier

Tanker Carrier

Bulker Carrier

Container Ships

Other vessels

Country Total

S.Korea

4

17

0

0

2

23

China

8

47

6

13

7

81

Japan

0

4

3

0

0

7

Other Countr

0

4

2

0

24

30

Ships Total

12

72

11

13

33

141

표 8. 국가별 선박 종류별 수주현황(Other vessels: Ferry, Cruise, Car carriers, RoPax, MPP, etc.- Based on Feb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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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1월말 기준 세계 조선소별 수주잔량 통계
영국 조선ㆍ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World Shipyard
Monitor 자료를 살펴보면, 야드별 수주잔량 30위권 안에
든 업체가 중국업체 13, 일본업체 9, 한국업체 6, 독일과
이탈리아업체가 각각 1개업체로 지난달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달과 변함은 없다. 조선소별 순위에도
그간 한국업체들이 10위권안에 7개이상 업체들이 차지하
NO

Shipyard

Yard

고 있던 것과 달리 한국업체5, 중국업체3, 일본과 독일업
체가 각각 1개 업체가 들어 있다.
다행히 2017년에는 유가의 상승흐름과 각종 환경규제가
도래함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조금 상승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도 아직은 불안한 전망이라서 여
전히 조선업의 불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1, 2참조)

1

Daewoo(DSME)

2

Country
South Korea

Q'ty
99

DWT
12,662

CGT
6,601

2

Imabari Shipbuilding

9

Japan

188

18,324

5,971

3

Hyundai HI

3

South Korea

123

18,181

5,443

4

Samsung HI

2

South Korea

81

9,076

3,994

5

China COSCO Shipping

8

China

6

Fincantieri

7

Japan Marine United

8

Yangzijiang Holdings

9

125

11,359

3,272

Italy

62

454

2,752

6

Japan

72

9,222

2,639

3

China

95

8,232

2,484

14

Shanghai Waigaoqiao

2

China

60

13,645

2,464

10

Meyer Neptun

3

Germany

18

182

2,293

11

Tsuneishi Holdings

3

China

120

8,188

2,206

12

Hyundai Mipo

2

South Korea

92

3,728

2,048

13

Hudong Zhonghua

2

China

39

3,369

1,853

14

CSSC Offshore Marine

3

China

96

5,753

1,813

15

STX Offshore & SB

3

South Korea

27

1,655

1,372

16

Mitsubishi H.I.

2

Japan

26

1,253

1,344

17

Oshima S.B. Co.

1

Japan

78

4,870

1,452

18

HHIC

2

South Korea

32

4,197

1,305

19

Namura Zosensho

3

Japan

54

5,727

1,214

20

China Merchants Grp

6

China

65

3,117

1,200

21

DSIC Group

2

China

29

6,468

1,140

22

Fujian Shipbuilding

4

China

143

639

1,080

23

Shin Kurushima Group

5

Japan

62

2,038

1,059

24

Onomichi Dockyd

2

Japan

61

3,144

1,010

25

HNA Group

1

China

25

3,251

969

26

New Century SB Group

1

Japan

35

4,034

912

27

Kawasaki HI

2

Japan

15

975

831

28

Beihai Shipyard

1

China

19

5,402

797

29

Yangfan Group

2

China

35

1,830

774

2

China

43

1,172

745

30

AVIC

Other (248groups)

1,464

35,480

18,848

TOTAL (278groups)

3,481

207,342

81,878

표9. 각 조선소(야드)의 총 수주잔량 (2017년1월말 기준) ■ 출처: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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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Orders Report

NO

Shipyard

Shipyard

Largest Dock
Length(m)

Output in 2015

Orders Book for De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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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옥포)

대우조선해양

539

131

9,723

3,061

40

7,034

2,113

91 11,672 6,384

2 한국(거제)

삼성중공업

640

131

8,712

2,972

24

2,729

1,442

70

8,527 3,726

3 한국(울산)

현대중공업

672

115 12,340

3,796

44

4,700

1,962

69

9,118 3,342

4 중국(Shanghai)

Shanghai Waigaoqiao

540

106

5,140

856

20

4,384

712

58 13,285 2,402

5 일본(Saijo)

Imabari SB Saijo

420

89

2,505

417

7

986

184

33

6,155 1,922

6 중국(Taizhou)

Jiangsu New YZJ

1,000

31

2,574

700

30

2,219

620

76

5,841 1,780

7 한국(삼호)

현대삼호조선

594

104

5,922

1,894

43

5,922

1,894

44

6,859 1,745

8 한국(울산)

현대미포조선

380

76

3,274

1,904

66

2,417

1,441

75

2,695 1,679

9 독일(Papenburg)

Meyer Werft

504

125

71

372

2

27

300

11

115 1,590

10 중국 (Shanghai)

Hudong Zhonghua

360

92

2,083

646

13

1,008

505

31

2,292 1,401

11 일본(Oshima)

Oshima S.B. Co.

535

80

2,489

662

39

2,409

662

78

4,870 1,344

12 일본(Nagasaki)

MHI Nagasaki

990

100

1,672

673

8

400

465

20

1,219 1,290

13 일본(Hiroshima)

Imabari SB Hiroshima

378

59

2,247

451

10

1,813

311

23

3,554 1,247

14 일본(Imabari)

Imabari Shipbuilding

211

43

748

259

14

557

190

64

2,821 1,145

15 필리핀(Subic Bay)

HHIC-Phil. Inc.

550

135

2,995

625

7

559

251

24

3,497 1,122

16 중국(Dalian)

Dalian Shipbuilding

550

96

6,057

1,131

14

3,008

532

27

6,368 1,087

17 프랑스(Nazaire)

STX 프랑스

-

-

20

254

1

20

190

7

95 1,068

18 중국(Zhoushan)

Jinhai Heavy Ind

510

120

2,956

555

4

621

159

25

3,251

969

19 일본(Marugame)

Imabari SB Marugame

600

80

1,596

587

20

1,585

387

25

3,375

956

20 중국(Jiangdu)

CIC (Jiangsu)

580

136

1,236

364

9

547

155

30

3,014

918

21 중국(Jingjiang)

New Times S.B.

588

106

3,425

647

23

2,210

525

35

4,034

912

22 일본(Kure)

JMU Kure Shipyard

508

80

1,378

323

8

858

323

18

2,100

865

23 필리핀(Cebu)

Tsuneishi Cebu

450

60

1,961

413

19

1,266

332

48

2,826

803

24 일본(Sakaide)

Kawasaki HI Sakaide

450

75

1,410

453

3

192

152

13

920

802

25 중국(Qingdao)

Beihai Shipyard

530

133

1,826

290

4

860

141

19

5,402

797

26 일본(Onomich)

Onomichi Dockyd

215

43

574

186

5

300

86

45

2,522

783

27 일본(Imari)

Namura Shipbuilding

450

70

2,373

406

21

1,185

343

31

3,961

766

28 중국(Nantong)

Nantong Cosco KHI

500

80

2,128

452

16

1,431

361

18

3,626

764

29 일본(Kumamoto)

JMU Ariake Shipyard

620

85

1,583

325

9

1,583

325

18

4,982

741

30 일본(Fukuyama)

Tsuneishi Zosen

330

55

2,784

670

8

582

146

34

2,992

728

31 중국(Guangzhou)

Huangpu Wenchong

360

96

1,031

480

24

757

369

57

1,191

719

32 이탈리아(Venice)

Fincantieri Marghera

334

54

21

219

2

16

169

6

36

718

33 이탈리아(Monfalcone) Fincantieri Monfalco

350

56

22

241

1

11

133

5

44

699

34 중국(Zhoushan)

COSCO Zhoushan

539

68

881

268

4

440

104

25

1,949

686

35 중국(Zhoushan)

Teuneishi Zhoushan

450

40

1,598

385

17

1,074

288

38

2,370

675

36 필란드(Turku)

Meyer Turku

365

80

8

109

1

8

109

5

50

674

37 중국(Guangzhou)

CSSC Offshore Marine

200

36

1,473

475

20

1,473

475

28

1,677

666

38 중국(Nanjing)

CSC Jinling Shipyard

320

60

1,505

485

20

1,207

360

32

1,564

637

39 중국(Zhoushan)

Zhejiang Yangfan

500

45

1,196

427

15

620

247

30

1,004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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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 Newbuilding orders

NO

Shipyard

Largest Dock

Shipyard

Length(m)

Output in 2015

Orders Book for De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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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일본(Onishi)

Shin Kurushima

311

47

709

375

10

330

208

31

1,267

624

41 한국(통영)

성동조선해양

460

135

4,946

1,021

36

4,017

953

25

2,723

623

42 중국(Taizhou)

Taizhou Sanfu

600

78

645

233

6

252

92

47

1,067

604

43 일본(Tsu)

JMU Tsu Shipyard

500

75

2,230

377

5

913

156

11

1,252

600

44 중국(Taixing)

Yangzi Xinfu S.B

-

-

1,755

363

9

1,755

347

13

2,158

595

45 중국(Weihai)

AVIC Weihai Shipyard

389

50

462

168

6

321

95

27

856

504

46 중국(Zhoushan)

Zhejiang Ouhua SB

340

42

772

311

21

679

311

25

914

502

47 중국(Shanghai)

SCS Shipbuilding

520

106

2,970

461

5

553

229

8

1,076

452

48 중국(Guangzhou)

Guangzhou Longxue

490

106

1,844

288

3

316

99

11

2,885

428

49 이탈리아(Genoa)

Fincantieri Sestri

285

42

13

120

1

5

74

4

6

423

50 중국(Dalian)

Dalian COSCO KHI

700

80

1,037

215

11

924

215

11

1,950

417

54 베트남(Nha Trang)

현대비나신

380

65

821

311

12

653

261

17

1,033

369

56 한국(군산)

현대중공업

700

115

2,835

512

14

2,835

512

10

2,204

357

61 한국(진해)

STX 조선해양

385

74

5,082

1,238

23

1,907

605

17

1,080

339

73 한국(해남)

대한조선

460

72

2,219

417

14

2,219

417

10

1,229

267

82 한국(부산)

대선조선

191

34

487

212

12

141

124

18

267

219

83 루마니아(Mangalia) 대우-망갈리아

360

60

1,331

316

10

1,331

316

8

990

217

87 중국(Weihai)

삼진조선

320

160

58

17

1

6

6

18

358

200

113 한국(부산)

한진중공업

302

50

1,190

587

9

1,190

245

6

416

132

143 한국(고성)

STX조선해양

430

70

560

211

1

187

70

3

480

90

표10. 수주잔량(CGT)으로 본 세계 조선순위(1~143위) (2017년 1월말 기준)
✽ Source: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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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iWELDEX 2018(The 5th Welding Incheon Korea 2018)

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
제10회국제주.단조와열처리및공업로설비산업전

2018년5월23일~25일(3일간) 서해안시대‘요충지’인천에서개최
끝이보이지않는불황에새로운“틈새시장”
과“이업종”분야로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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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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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DIY, 수처리설비, 태양광발전소건설, 지역인프라공사,
전원주택, 귀농, 귀촌 등이 있으며“이업종”및“틈새시
장”
의 바이어를 발굴하는 홍보 전략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16년“틈새시장”구매 고객 방문 성공적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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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국제주.단조와열처리및공업로설비산업전시회
The 10th 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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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전시회 개최 규모 및 전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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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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iWELDEX 2018(The 5th Welding Incheon Kor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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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전시회의 서해안-중부권역 홍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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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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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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국제주.단조와열처리및공업로설비산업전시회
The 10th 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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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장비 시연회와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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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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iWELDEX 2018(The 5th Welding Incheon Kor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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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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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전시 조기참가 신청업체 할인 혜택제공

“제5회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
에 대한 참
가문의는 메탈넷코리아(02-3281-5037)로 하면 된다.

5회째를 맞이하는‘iWELDEX 2018 와 Metal & Thermo
Process 2018’전시회는 더욱 높은 인지도와 내실 있는 구

■ 참가 문의: 메탈넷코리아 TEL: 02-328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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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Network Korea Company

디지털초음파 두께측정기
Ultrasonic Digital Thickness Measurement Gages

조선•해양•용접•판재•철강•강관•튜브•파이프두께측정용

DC-2000C(0.01mm/0.001Inch)
마이크로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DC-2020B(0.01mm/0.001Inch)
마이크로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선박 선체.블럭 용접 구조물 소재 두께측정기

■공급원: 메탈넷코리아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 3동 212-26 E-space 310
Tel:02-3281-5037
Fax:02-3281-0280

http://www.metalkorea.biz

DC-2000B(0.01mm/0.001Inch)
마이크로 디지털 초음파 두께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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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ENG의가성비최고의오비탈절단장비S-100LT/150LT/200LT
- 유저 친환적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파이프 절단 장비
디씨에스(Dream, Challenge, Success)이엔지는‘인간 존중’
과‘환경 중심의 기술 개발’
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
회사로 출범하여,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배관의
규격과 재질에 자유롭게 대응하고, 배관 시공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능(Cutting, Beveling, Prefab Welding)을 충족시키
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배관 전용 절단기를 생산하고 있
다.
디씨에스이엔지는 장비의 사이즈에 따라 최소 1/4인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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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대 8인치(PIPE O.D 6mm~220mm)사이즈의 파이프
를 한번에 클램핑 가능하며 최대 두께 8.2t까지 절단 가능
한 가성비 최고의 오비탈 절단 장비 S-100LT/150LT/
200LT를 출시하였다.
S-100LT/150LT/200LT는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사
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커터날 교체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의 보조 바이스가 필요 없어 작업시간의 단축이 가능하
다. 안전을 위한 절단 및 면취용 기본 스토퍼 장착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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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을 위한 반복작업의 편의성 극대화하여 장비를
개발했다.
얇은 관재 가공에 최적화된 설계는 면취날과 바이스(고
정축)의 최단거리를 확보하여 가공 시 관재 변형으로 까
다롭던 작업을 최소화하여 짧은 관재 가공에 유리해졌다.
또한 복잡한 구조의 엘보 커팅도 가능하다.
또한 원터치식 조절장치로 가공 깊이를 미세하게 조절
가능하여 절단 및 면취 품질이 향상되며, BLDC 모터 장
착으로 전 영역에 안정된 토크 및 작업 종류별 6단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과부하 보호 회로 내장과 주축의 오일레스베어링을 적용
하여 장비의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유격도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장비 성능을 보여준다.
■ 문 의: 디씨에스이엔지㈜ ☎ 043-256-0945

2017. 03 월간 금속&용접저널 49

월간금속&용접저널2917년3월관련업계뉴스및동정
Ⅰ. 정부 산하기관.단체 관련 업계 동정
1. 국토교통부, 건식 방수 기술·철근 조립 공법, 1
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티(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
과 매입형 폴리염화비닐(PVC(피브이시), 이하 PVC)·코
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술
(Uni-Top System) 등 2건을 ’
이달의 건설신기술
‘로 지정
(제806호, 제807호)했다.
제806호 신기술(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PVC·코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
수기술(Uni-Top System))은 방수시트 3면 겹침부(T조인
트)에서의 빗물 유입, 강한 바람과 충격 등으로 인한 시
트 찢김, 벽면의 마감 불량으로 인한 방수 기능 저하 등
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건식 방수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벽면에 가로로 홈을 파서 금속판넬을 삽입
한 후 벽면시트를 접착하고 방수시트 3면의 겹침부(T조
인트)에 채움재(겹침 채움 코일)를 사용함으로써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방수 기능을 높여 안전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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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했다. 아울러, 방수시트에 브이(V)형 직조방식을 적용
하여 외부의 강한 바람, 충격 등의 압력에 견딜 수 있으
며, 이 공법은 건식방수 공법으로 기상에 따른 작업 영향
을 받지 않아 향후 옥상 및 주차장 방수 등에 활용할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807호 신기술(
“나사형 철근, 커플러, 연결핀 및 거치대
를 이용한 철근회전방식의 기둥철근 선조립 철근망 시공
법”
)은 기존 겹침이음 공법과 비교하여 철근량의 사용이
대폭 줄어든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철근을 나사형으로
제작한 후 거치대를 사용하여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커플러(연결장치)로 연결함으로써 철근 사용량을 대폭
절감했고 수평 철근과 수직 철근의 겹치는 부위를 연결
핀으로 고정하여 상부와 하부 철근의 이음을 보다 쉽게
하여 시공성을 개선했다. 이 공법은 철근의 사용량을 대
폭 감축할 수 있고 시공성도 크게 개선되어 향후 고층 건
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할 때 철근 가공 시장 등에서 활용
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

용접관련 동정 2017.03

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량
된 기존 기술이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
이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89년부터 현
재까지(`16년 12월 말) 807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되어 활
용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
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조선밀집지역, 사업다각화 및 산
업구조 집중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 23.(목) 동남권역과 2. 24.(금) 서남권
역 등 2차에 걸쳐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8개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5사, 가스공사, 한수원)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첫 합동설명회인 부산설명회(2. 23.)에는
약 200여개 조선기자재업체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 '16. 10. 31.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서 발표한‘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의 후속조
치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선박발주 급감에 따른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조선기자재업계의 대체수요 발굴 및 사
업다각화 지원방안이 실질적인 납품 및 공정 참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합동설명회에서는 ①에너지공기업의 주요사업(`17년 발주
규모 1조 767억 원) 설명 및 건설·정비 관련 납품정보
제공, ②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다각화를 위한 지원시책
등 안내, ③에너지공기업과 기자재업체간 1:1 상담회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조선기자재업계-에
너지공기업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연계 활동을 통한
조선업체의 에너지 분야로의 사업다각화와 애로사항 해
결을 상시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는‘중앙-지방간 민간
투자 촉진 3단계 지원체제(①지자체 지원전담팀, ② 중
앙-지방협의체, ③ 관계장관회의 등 정부협의체)’
를 구축
해 조선업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애로 해소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조선밀집지역의 산업구조 개
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 23.‘중앙-지방협의체’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여 조선 밀집지역의‘민간 투
자 프로젝트’
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3. 해수부, 충남 보령항 항만개발사업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충남 보령항에 2020년까지
750억 원을 투자하여 관리부두와 준설토 투기장을 확충하
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중 발주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1983년 8월 무역항 지정 후 민간 주도로 개발해 온 보령
항에는 현재 한국중부발전과 GS에너지가 주도하여 부두
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항
만 운영 및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관공선 등 지원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전용 공간(관리부두)이 아직 마련되지 않
아 보령항을 드나드는 지원 선박들은 인근 어항 또는 계
류부표를 임시 정박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9월 수립한‘제3차 항만기본계
획 수정계획’
에 보령항 관리부두 개발계획을 반영하였으
며, 올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본격 착공할 계획이다. 새
로 건설되는 관리부두에는 항내 정온도(항만 내 수면의
정온한 정도를 나타내며 선박 접안, 하역작업 수행에 중
요) 확보를 위해 방파제(480m)를 신설하고 부두 내측에
보령항과 태안항의 항만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공선
및 역무선의 관리부두(250m)를 건설한다.
또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 중인 20만 톤급 부두에
서의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항로 및 정박지에서 발생
하는 준설토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투기장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항만시설용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대중국 주요 교역항
인 보령항에 항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향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고 서해 중부지역 항만물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이번 설계 용역 진행 시 기존
시설과 새로운 시설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4. 한국무역보험공사 동정
(1) 무역보험공사 금융지원 프로젝트 2건 PFI誌「올해의 우
수프로젝트」
에이름올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가 지난해 무역보험으로
지원한 프로젝트 2건이 글로벌 국제금융 전문지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이하‘PFI’
)의‘2016 올해의 우수 프
로젝트’
에 선정되었다. 현지시간 2.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PFI AWARDS 2016에서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바레인 해상 LNG 인수터미널 프로젝트(Bahrain LNG)’
와‘오만 Liwa 석유화학 프로젝트(Oman Liwa)’
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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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부문(LNG Deal of the Year) 및 Petrochemical 부문
(Petrochemical Deal of the Year) 올해의 우수 프로젝트상
(PFI AWARDS 2016)을 수상하였다.
PFI는 금융, 법률 등 전문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미디어그룹 Thomson Reuters社가 발간하는 프로젝트 및
국제금융 전문지로, 전 세계 프로젝트 중 사업규모, 금융
구조, 산업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및 분야별 우수 프로젝트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금번 수상한 프로젝트 2건은 공통적으로 무역보험 지원
을 통해 한국계 컨소시엄의 수주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바레인과 오만의 프로젝트 발주처들이 모두
경쟁력 있는 금융조달을 입찰조건으로 내세움에 따라 한
국계 컨소시엄과 외국계 컨소시엄들 간 수주경쟁이 치열
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는 각 프로젝트의 입찰단계부터
적극적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해 국내기업 수주에 큰 역
할을 했다. 우리기업이 EPC 수주 뿐 아니라 지분투자에
도 참여하는 수출·투자 융합형 프로젝트인 바레인 LNG
해상 인수터미널 프로젝트에 6억 달러 상당의 무역보험
지원을 실시해 삼성물산의 지분투자참여, GS건설의 건설
계약 수주 및 이에 따른 중소중견 기자재업체 동반수출
을 이끌어 냈으며, 오만 Liwa 석유화학 프로젝트에도 5억
달러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해 GS건설 수주 및 하도급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에 힘을 보탰다. 무역보험공사 관
계자는“해외 프로젝트 대형화 추세로 금융조달 기능이
중요해진 시점에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프로젝트 2건이
PFI誌 올해의 프로젝트로 선정됨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역할과 국제적 위상이 재확인되었다”
라며,
“무역보험공사는 금년에도 플랜트, 오일&가스, 인프라 등
다양한 해외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해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
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이어 가겠다”
라고 밝혔다.

(2) 2017년첫K-sure 고객자문단간담회개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 이하‘무
역보험공사’
)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고객과의
유기적 소통에 기반한 고객 참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16(목) "2017년 K-sure 고객자문단" 수출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중부지역본부에서 개
최된 '17년 첫 정기 고객자문단 간담회로, "K-sure 고객자
문단"은 매분기마다 지역본부별(중부지역본부 및 남부지
역본부) 간담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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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는 '13년부터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
하기 위하여 대표적인‘고객패널 제도’
로 "K-sure 고객자
문단"(
‘16년 이전 .고객감동위원회.명칭 사용)을 운영해왔
으며, '17년 현재 총 79명의 고객자문위원(임원급 39명, 실
무자급 40명)이 활동중이다.

무역보험공사의 고객자문위원은 공사 제도에 관심이 많
은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소재 지사를 통해 모집하고 있
으며, 고객자문위원으로 선정되면 향후 1년 동안 ▲정기
회의 참석,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및 ▲수시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에 참가한다. '17년에도 서비스의 수혜자인
고객의 의견을 청취 및 발굴하여 공사의 제도 개선에 최
대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 참여경영 기조를 이어
갈 예정이라고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지
난 '16년 무역보험공사가 "K-sure 고객자문단"으로부터 수
취한 고객의 제안의견은 총 52건으로, 그중 29건의 제안의
견이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업무 개선에 반영되었
다. 특히‘무역보험공사 보증서의 금융권 정담보력 강화’
를 위한 제안의견을 수용, 시중은행과 수차례의 실무협의
회를 거친 뒤 관련 약관을 개정함으로써 공사 보증서의
담보력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무역보험공사 유제남 부사장은“금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고객의 수출 애로
사항을 접수하여 공사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
라며,“무역보험공사는 앞으로도 현장
에 가까이 다가서는‘현장밀착형’무역보험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출활성화에 보
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5. 한국철강협회 동정
(1) 포스트중국’인도와제1차철강협력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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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권오준 회장)는 2월 9일 서울 그랜드 인터
컨티넨탈 호텔에서 인도철강협회 사낙 미슈라(Sanak
Mishra)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인도 철강대표단과
「제1
차 한-인도 철강협력회의」
를 개최했다.

인도는 세계 3위 철강시장으로 2030년까지 8% 이상 고성
장이 기대되는‘브라이트 스팟’
으로 불리고 있다. 2016년
對인도 철강수출은 149억불로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이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강력한 수입규제
를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의 경우 주력 수출품목이자 포
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 등 현지 투자공
장용 소재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는 작년부터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양국 철강협
회간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한-인도 철강협력회의」
를
개최하게 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인도대표단은 인도의 철강수요를 2030년
까지 현재 8천2백만톤의 3배 수준인 2억1천만톤에서 2억5
천만톤까지 확대시킨다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설명하고
한국 측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은“금번 양국간
회의를 계기로 교역과 투자 모든 면에서 상호 윈윈하는
협력모델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하고,“3월
로 예정되어 있는 열연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원
만하게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업계는 한-인도 통상장관회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작년 8월에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적용을 전제로 반덤핑 조치가 유예될 수 있는 예비판정
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동 예비판정이 3월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 업계의 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공장의 경영안
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도 대표단은 선진 철강국인 한국과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제안했으며,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은 인
도 측의 기술교류 확대 제안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철강협회는 통상협력 뿐만 아니라 기술교류 등
분야에서도 인도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인도의 거
센 철강통상압력을 완화시키고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
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인도 철강대표단은 한-인도
철강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장기 수요전망 협의를 위해
포스코경영연구원과 한국철강협회의 수급전망 전문가들
과 간담회를 가지고, 10일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동
국제강 당진공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2014년 8월에 설립된 인도철강협회는 타타스틸, 진달, 세
일, 에사르, 이스팟 등 조강능력 2백만톤 이상의 국영 및
민간제철소 모두가 포함된 인도를 대표하는 철강단체로
인도의 장기 철강마스터플랜 추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철강 MOU 체
결과 제1차 한-인도 철강협력회의는 세계 2위 철강시장으
로 부상하는 對인도 수출 및 현지 투자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18회철의날기념철강산업사진공모전개최
한국철강협회 철강홍보위원회(위원장 현대제철 김상규
전무)는 제18회 철의 날(6월 9일)을 기념하고, 사진을 통
해 철강의 우수성 및 중요성을 알리고 철강 수요 창출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철강산업 사진공모전』
을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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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철강산업 사진공모전』
의 주제는 철강을 소재로 한
강교량, 건축물, 조형물로 한정하며 출품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은 4월 7일까지다.
상금은 대상 1명 300만원, 금상 1명 150만원, 은상 2명 각
100만원, 동상 3명 각 50만원, 특별상 1명 50만원 등 총 48
명에게 1,65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은 철강 수요산
업의 수요 창출을 위해 응모부문을 강교량, 건축물, 조형
물에 한정해 진행한다.
5월 13일 개최 예정인 제 18회 철의 날 기념 철강사랑 마
라톤 행사장(미사리 경정공원)을 시작으로, 6월 9일 철의
날 행사장(포스코센터)과 철박물관(충북 음성), 인터넷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시할 예정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철강산업 사진공모전은 지난 18년동
안 총 4만8,654점이 응모하여, 총 1,017점의 입상작을 선정
하는 등 권위있는 사진공모전으로, 철강업계에서는 수상
작품을 각종 카탈로그, 광고, 홈페이지, 캘린더, 영상물 등
에 대한 활용으로 철강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철강이미지 제고를 위해 96년 발족한 철강홍보위원
회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대한제강, 동부제철 등 국내 주요 11개 철강업체들이 공
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철강협회, 제50회정기총회개최
한국철강협회는 금년에 통상 대응과 수요 발굴 및 표준
화 활동 강화에 주력하여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딛고 활
력을 되찾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는 2월 22일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서관 18
층 스틸클럽에서 권오준 회장 등 회원사 대표 13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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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신임 상무이사에 손정근 고객지원
실장을 선임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철강협회는 금년도 사업
추진의 기본목표를
『철강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환경 조
성』
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금년도 핵심과제로 △통상환경 능동적 대응△수요
발굴 및 표준화 활동 강화 △정책대응 및 산업경쟁력 확
보 지원 활동△사무국 혁신 등을 선정, 집중키로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미국현지 투자사 방문을 포함한 아웃리치 활
동을 추진하고 미국철강협회 및 주한미대사관과의 협력
채널을 굳건히 하고, 워싱턴 철강사무소를 통한 현지 대
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다룰『글로벌 포럼』
에 참여하여 국내 철강업계의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노후 SOC 시설과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
택 등에 대한 내진 보강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국민 안
전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강교량 설계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여 강교량 보급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함께 부적합, 불공정 철강재를 근절
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과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여 안
전사회 건설에 앞장 설 예정이다.
KS규격 선진화 추진 및 건설용 강재의 KS 사후관리 강
화, 철강분야 국제표준 활동 참여 확대와 단체표준 인증
품목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표준화 활동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철강협회는 정책개발추진반을 운영하여 국회철강포럼을
지원해 입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로 법안 제·개정을 적
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체계와 온실가스 및 환경
규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원료 수입관세 무세화 및 철강
재 수입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대응활
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
원하기 위해, CO215% 절감을 목표로 한 수소환원 제철기
술과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전기로 공정개발을 진행한다.
회원사의 요구에 맞춰 품목별 위원회별 특화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금년에는『강건재클럽』
을 신설해 건축용
판넬, 도로시설물, 지붕재, 데크플레이트 등 강건재 수요
확대사업을 진행한다.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은 건축구조설
계기준에 적합한 강종 선정 및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강
관협의회는 내지진강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이즈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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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
랩 유통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며, 선재협의회는 수입산 선
재 가공제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
획이다. 철강협회는‘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
터’운영기반을 구축, 중기청의‘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설립 협조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철강 우수인력 양
성 및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SteelKorea
2017, 마라톤대회, 공연예술제 등 철강업계 단합·협력활
동을 통해 철강산업 활력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그리고 협회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고 강한 조직으
로 거듭나기 위해 규정개정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통계기능 강화로 회원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정부 용
역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회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
장,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철강
협회 송재빈 부회장, TCC동양 손봉락 회장, 대한제강 오
치훈 사장, 한국철강 문종인 부사장, 동양철관 한흥수 대
표, 나스테크 김기종 사장, 태경산업 문희철 부회장 등 회
원사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한국철강협회는 75년 7월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선진
화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어
회원사는 철강을 제조하는 정회원 36개사와 특별회원 5개
업체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4) 국회철강포럼,‘우수국회의원연구단체상’수상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이 대
표(공동대표의원 어기구·연구책임의원 정인화)를 맡고
있는‘국회철강포럼’
이‘2016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상’
을 수상했다. 국회는 입법활동 활성화와 정책개발 지

원을 위해 해마다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연구단체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시상식은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우윤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국회 본청에서 치러졌다.
국회철강포럼은‘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목표로
여야 국회의원 33명과 각계전문가, 산업계(한국철강협회
등)가 함께 참여하여 입법활동과 대정부건의 및 감시활
동 등에 주력하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다.
지난해 8월 공식출범 이후 5개월여의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안 5건을 발의해 2건이 본회의를 통과하
였으며, 철강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세미나 및 간담회를 3
회 이상 개최하고,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T/F팀 구성을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과 대정부건의·
감시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단일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철강포럼이 유일하며, 확장성이 떨어지는 연구주제로
인해 성과를 내기 힘든 악조건을 딛고 우수 국회의원연
구단체로 선정되어 더욱 빛났다.
박명재 대표의원은“출범 첫 해부터 우수 국회의원연구
단체로 선정된 것은 소속 회원들과 한국철강협회 및 관
계자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
라며,“新보
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철강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연구활동을 가일층 강
화해 나가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철강포
럼은 오는 3월 2일,‘2017년도 총회 및 초청강연’
을 개최
하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6. 해외건설협회 동정
(1) 해외건설협회제41회정기총회개최
해외건설협회는 2017년 2월 17일 오전 11시 협회 교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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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 재적회원 372개사 중 217개사 (위임 포함)가 참석
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현황, 2016 회계연도, 2016 해외건설
수주실적 보고안건 3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회원이사 선출 등 4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특히, 임기가 만료된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 및 새로 선입된 롯데건설 김치현 사장이 선
출되셨습니다.

움이 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3)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풍)는 2월 14일(화)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문창수) 및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보통신 및 전기 분야의 해외진출 협력 강화
를 위해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지원을 약속하였다.

(2) 2017 중동아프리카건설시장전망세미나개최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풍)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주활동 및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13(월) 13:50부터 17:40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
의실에서
「2017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전망 세미나」
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중동·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건설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는 지역·경제 전문가들이 참가해 △ 중동 경제
전망 및 주요국 경제개발계획·비전 △ 아프리카 경제
및 외국인투자 전망 △ 중동·아프리카 EDCF 지원계획
△ 중동 정세·치안 동향 및 전망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해외건설협회가 △ 중동·아프리카 지역
건설시장을 분석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 기업 관계
자가 △ 중동·아프리카 발전사업 진출전략, △ 아프리카
건설프로젝트 수주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금년도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전
망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의
진출전략 수립 및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및 국내
외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건설 기업들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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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업체들의 해
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 관련 정보제공 및 시
장조사 △공동 설명회 개최 △해외건설 관련 제도 개선
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 및
전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고급기술
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여 융합과 협력을 통해서 해외진
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우리 협회는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와 수주지
원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여 통신 및 전기 분야에 특화된
중소, 중견기업들의 활발한 해외건설 시장개척 활동을 지
원할 계획이다.

Ⅱ. 조선.해양업체 동정 및 이모저모
1. 대우조선해양 동정
(1) 천연가스연료공급시스템특허중국도인정
차세대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
의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
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하며 그 기술력을 드높였다. 대
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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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SS)’
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
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
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
며 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특허청이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특허
성을 인정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
다.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
성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세계적인 조선해
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社는 유
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LNG분야 기술력과 독
창성을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 파리 기후 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등
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박의 연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되
는 추세이다.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은 이러한 천연가
스 연료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社
가 개발한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되
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2007년부터 4년여의 기간
에 걸쳐 개발하여 2011년에 완성했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 23%, 황산화물 (Sox) 95%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료비 또한 약 35% 가량 절감할 수 있어 친
환경성 및 경제성을 갖춘 선박으로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2월 미국에서 발주된 세계 최초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에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따내 세계 조선업계의 주목을 끈 바 있
다. 또한 같은 시기 캐나다 선주로부터 천연가스 연료공
급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는 LNG선을 수주해 지난해 선
주측에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적인‘천연가스 연료공급시
스템’
은 2013년‘장영실상’
을 시작으로 2014년‘올해의 10
대 기계기술상’
,‘월애기술개발상’및‘대한민국기술대상
금상’
을 수상하는 등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을
상대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2월‘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특허기술을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게 이전하는 MOU를 체결하고, 국
내 조선업체나 기자재 업체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중국과 유럽에서 대
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며“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고 말했다.

2017. 03 월간 금속&용접저널 57

용접관련 동정 2017.03

(2) 미주선사와LNG-FSRU 7척건조의향서체결
대우조선해양이 최대 7척에 달하는 LNG-FSRU 건조의향
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대
표이사 정성립)은 미국의 엑셀러레이트 에너지
(Excelerate Energy)社와 173,400㎥ 규모의 LNG-FSRU
(LNG Floating, Storage & Regasification Unit,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조의향서에는 1척을 우선 발주하
기로 협의하고, 최대 6척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옵션
이 포함되어 있다. 본계약은 4월 이내 체결될 것으로 기
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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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
경 에너지 수요 증가와 더불어 LNG-FSRU의 수요도 꾸
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시장도 긍정적이다.
엑셀러레이트社는 대우조선해양이 독자적으로 설계해 지
난 2005년 세계 최초로 건조에 성공한 LNG-RV (LNG
Regasification Vessel, LNG 재기화운반선)를 운영하고 있는
선사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LNG-RV/FSRU 선대를
구성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0개의 부유식 LNG 수입
설비를 운영 또는 개발했으며, 현재도 방글라데시와 푸에
르토리코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8월에는
당시 세계최대 규모였던 173,400㎥ LNG-FSRU를 대우조
선해양에 발주하는 등 양사는 20여년간 신뢰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건조의향서 체결식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은
“이번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엑셀러

58 월간 금속&용접저널 2017. 03

레이트 양사 모두 LNG-FSRU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
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며
“이를 계기로 올 한해도 수주
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정
성립 사장은 2~3월 두달간 해외출장 등을 통해 선주 대
상 세일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3)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제1회학위수여식가져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고졸 우수인재 채용을 시행한 대
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공과대학 과정 제1회 학
위수여식을 21일 가졌다. 대우조선해양 남문종합관에서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조선소운영총괄 조욱성 부사
장과 선박사업본부장 이성근 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졸업생, 학부모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권민호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 등 지역 주요인사들도 참석해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공과대학 과정은 지난 2012년 10월 교육과
학기술부로부터 사내대학 정식인가를 취득한 후 개설됐
다. 교육 과정은 조선해양분야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설
계?공학개론 등 조선업 특화 이론교육과 현업실무를 병
행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영어와 역사 등의 일반 전문학
사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양과목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이 이뤄졌다.
이날 학위를 받은 57명의 중공업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현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업무능
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국내외 대학을 졸업한 대졸사원들
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그동안 배운 이론과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조선업
전문가로 성장함과 동시에 향후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이
끌어 나갈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선박사업본부장 이성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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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세계 경기 침체로 조선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졸업생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열정, 패기로 무장한다면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이전의 명성을 되찾고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며
“오늘 학위를 수여받는
졸업생들과 훌륭한 인재들을 잘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감
사의 인사의 드리며, 회사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로 성
장 시키겠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관 참가업체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KOMEA)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시
장 불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올해 4월 싱가포르 조선해양
전시회(Sea Asia)를 시작으로 미국, 노르웨이, 영국, 중국
등 해외 유수 조선, 해양플랜트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국내 기자재 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한국선급,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선급(KR, 회장 이정기)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
다. 이날 총회는 주요업무 및 회무사항 등 현황보고에 이
어 2016년 결산(안) 승인의 건, 상금임원 선임 승인(안)과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순으로 진행
됐다. 회의 결과 김창욱 한국선급 기술본부장, 김명식 한
국선급 전략기획본부장, 최종은 한국선급 검사·정부대행
검사본부장이 상근임원으로 선임됐다.

한국선급은 지난 해 국내 조선/해운업계의 동반불황 및
대한민국 정부검사권 개방 등 대외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영업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입급선대 전년대
비 6.3%상승 및 전세계 신조발주량 점유율 전년대비
3.1%상승을 달성하는 경영성과를 거뒀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은“전 세계 해사업계의 불황이 금
년 역시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고 말하며“올 한해 한
국선급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서비
스 강화, 미래선도기술 개발, 해외영업 및 인증사업 확대
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3. KOMEA, OTC 2017 한국관 합동회의 개최
지난 2월 7일(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부
산 소재)에서는 미국 휴스턴 해양박람회(OTC 2017) 한국

올해로 9회째 한국관을 개관하는‘OTC 2017 전시회’
는
금년 5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KOMEA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노력을
위해 약 30개사와 함께 한국관으로 참가한다.
올해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으로 참가하
는 한국관(11개사) 옆으로 경상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경남
지역본부에서 지원하는 6개사가 함께 참가하여 통합 한
국관 형태를 이루어 바이어 대상 마케팅에 시너지 효과
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과
기자재업체들이 공동 참가하는 한국관(Pavilion) 역시, 울
산지역 업체들이 공동 한국관을 이루어 함깨 참여하는
등 올해에는 각 지자체들과 연계 협력함으로써 국내 조
선해양기자재 홍보 효과를 톡톡히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OMEA에서는 전시 홍보 외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국내 조선 및 해양플랜트기자재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수출상담회, 세미나 등도 기획하고 있다.
금년 한국관으로 참가하는 기업은 (주)대정, (주)동화
TCA, 두온시스템(주), 산동금속공업(주), 삼양금속공업
(주), (주)센코, 오에스씨지(주), (주)유니락, (주)칸, (주)
티에스피, (주)현대피팅 총 11개사이며, 경남에서는 (주)
듀텍, 디에이치이, 삼미기계(주), (주)에이스브이, (주)프로
세이브, 한텍 총 6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KOMEA에서는‘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업체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한국의 우수한 기술 제품들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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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 마련을 통해 우
리나라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신뢰도 확보 및 국산화 제
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4. 현대삼호중공업 동정
(1) 사우디국영해운사바흐리(Bahri), 현대삼호중공업과원
유운반선수주계약
글로벌 물류 운송 선두기업인 바흐리(Bahri)는 한국의 현
대삼호중공업(HSHI: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이
건조한 30만 DWT(재화중량톤수)급 초대형원유운반선
(VLCC: Very Large Crude Carrier)인‘암자드(AMJAD)’
호를 인도 받았다고 발표했다. 바흐리는 기존에 보유한
84척의 선단에‘암자드’
호를 추가함으로써, 그 규모를 더
욱 확대하게 되었다.
바흐리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영암조선소
에서 개최된 인도서명식을 통해 최신의 환경 및 연비 기
술 규격에 맞춰 건조된 37번째 초대형원유운반선
(VLCC)를 인도 받았다. 이 인도서명식에 이브라함 알 오
마르(Ibrahim Al-Omar) 바흐리의 CEO, 윤문균 현대삼호
중공업 대표이사, Sam H. Ka 최고운영책임자(COO), H.E.
리야드 알무바라키(H.E. Riyad Almubaraky) 주한사우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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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아 대사, 나세르 알-압둘라킴(Naser Al-Abdulkareem)
바흐리 오일(Bahri Oil) 대표 등 양사의 고위 임원들이 2월
6일과 7일 2일간 개최되는 특별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이브라함 알 오마르, 바흐리 CEO는“본사 선단에 암자드
호가 추가된 것은 원유 운송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본사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VLCC 선
주 겸 운항사를 지향하는 본사 여정의 출발을 알리는 매
우 뜻 깊은 업적이다”
라며“선단의 확대로 운영상의 융통
성과 사업 확장이 용이해져, 지속적인 원유 수요를 활용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VLCC 선
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최신화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세계
수준의 운송 솔루션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25척의 선박이 발주되어 인도받았으며, 추가로
9척의 VLCC가 현재 인도받을 예정이다. 바흐리와 현대삼
호중공업은 지난 10여년 이상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사의 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살만 조선 산
업단지(King Salman Global Maritime Industries Complex) 내
50억 달러 규모의 해양 조선소 구축을 위해 사우디 아람
코(Saudi Aramco)와 람프렐 에너지(Lamprell Energy Ltd.)
사가 공동개발계약서(JDA)에 서명함으로써 더욱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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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해양 조선소는 엔지니어링, 제조 및 수리 서비스
를 해양 시추설비, 상업용 선박 및 해양 서비스 선박에
제공할 것이며 2022년 말까지는 완전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문균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는“세계
최대 해양산업리더로서 입지를 구축한 바흐리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며“각
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현대삼호중공업과 바흐리는 양국
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고 밝혔다. 또한“바흐리의 현 선단 중 거의 3분의1이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한 선박들이며, 앞으로 9척의
VLCC가 추가로 건조될 예정이고, 수 년 내로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수 십억 규모의 해양 조선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삼호중공업과 바흐리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고 말했다.
‘암자드’
호의 인도서명식에서, H.E. 리야드 알무바라키 주
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양국을 결합시키는 특별한 외
교 관계를 강조하며, 2017년에는 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
되어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흐리의 6개 사업부문 중 하나인 바흐리 오일에서‘암자
드’
의 상업적 운영을 맡게 될 것이다. 바흐리 오일은 여
러 일류 용선 선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으며, 볼륨은
자체 소유 선대수용능력을 초과한다.

(2) 모든생산직원대상안전체득교육!
현대삼호중공업이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생산직 직원 전
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경영을 강화하
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달 21일부터 8월 말까지 회
사 기술교육원에서 생산직 직원 2,700여명을 대상으로 권
위있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체득교육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당 36명씩 총 75차로 나눠 차

수당 하루 일정으로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불안전행동 예
방과 본인 스스로 위험요소를 발견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동기부여, △자
율안전문화, △안전스쿨링, △안전절대수칙 체득,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3요소 체득 , △자율안전문화 생활
화를 위한 다짐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게임과 토론을 통
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관계자는“어려운 경영환경임에도 2012년 전사원교육을
실시한 이래 5년만에 생산기술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이 회사 경영의 최
우선 순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라며,“안전문화 정착
으로 무재해작업장을 이른 시일안에 이룰 수 있기를 기
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척결을 위
해 안전관리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
요 내용으로 대표이사의 안전 최우선 경영의지를 담은
안전방침 공표, 중요 5대 기본안전준수(안전복장 착용, 5S,
TBM, 교통안전, 스마트폰 안전사용), 론지 고소작업자 자
격제도 신설, 개인안전카드 휴대, 일일릴레이 안전캠페인,
사내도로 혼잡구역 전담 유도자 배치, 30억원 규모의 안
전시설투자 등이며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무재해 작업
장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5. 현대중공업 동정
(1) 최단기간선박용프로펠러생산5천호기달성
현대중공업이 최단 기간 내 선박용 프로펠러(Propeller) 생
산 5천호기를 달성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지름 10.6미터,
무게 77톤 규모의 5천번째 프로펠러를 제작 완료하고, 오
는 3일(금) 울산 본사에서‘프로펠러 5천호기 출하 기념
식’
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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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5년 8월 첫 번째 프로펠러
를 생산한 이후, 31년 6개월 만에 5천호기 생산이라는 대
기록을 세웠다. 이는 90~150년의 역사를 지닌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업체들에 비해서도 매우 빠른 기록이다.
현대중공업은 40톤 이상의 중대형 프로펠러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사업 시작 2년 만인 1987년 100
호기를 생산하고, 1999년 1천호기, 2005년 2천호기를 돌파
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연평균 200기 이상을 생산하고 있
다. 현대중공업은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중국 등 전 세
계 34개 조선소에 프로펠러를 공급하며, 세계 시장 점유
율 31%(2015년 기준)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프로펠러는 지난 200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
터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으며, 지난 2001년에는 현대중
공업이 제작한 102톤급 프로펠러(지름 9미터)가 당시 세
계 최대 중량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바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03년 기존보다 저렴하면서 빠르게 제
작할 수 있는‘후란(Furan) 공법’
을 세계 최초로 프로펠
러 공정에 적용하는 등 선진적인 제조 기술로 시장을 선
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오는 2018년까지 기존
보다 무게가 25% 이상 가벼워 선박 운항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재료 프로펠러를 개발하고 있다”
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을 통해 정상의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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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5천번째
프로펠러를 이달 말 자사에서 건조 중인 그리스 테나마
리스(Thenamaris)사의 30만톤급 원유운반선에 탑재할 예
정이다.

(2) 현대글로벌서비스, 친환경선박서비스사업진출
현대중공업에서 독립한 현대글로벌서비스(주)(대표이사:
안광헌)가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선박 서비스를 추진한
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최근 KSS해운(대표이사: 이대
성)과‘선박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
에 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0일(월) 밝혔다.
이 사업은 KSS해운에서 운영하는 중대형 LPG운반선에
‘배기가스 세정장치’
(Exhaust Gas Cleaning System)를 추
가로 설치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이 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선박용 경유(MGO)보다 저렴한
벙커C유 연료를 사용해도 2020년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 연료비를 크
게 절감할 수 있다. 양사는 이달부터 선박·해운 전문가
들로 전담팀(TFT)을 구성해 기존 선박에 장치를 탑재할
수 있도록 기초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까지 구
매제품 선정과 사전 성능 평가 등 세부 엔지니어링 작업
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여척의 선단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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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SS해운은 내부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 개조에
따른 연료비용 절감 효과와 투자비용 회수기간 등 사업
성을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함께 분석하고, 향후 개조 공사
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배기가스 세정
장치가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1만5천척
이상의 선박에 탑재되며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친환경 선박 개조’시장에서 실적을 쌓아, 서
비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앞서 10일(금)에는 부산 본사에서 스웨덴 조선기자재 업
체인 알파라발(Alfa Laval)과‘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개조 사업’
에 대한 전략
적 제휴를 맺는 등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 관계자는
“IMO 규제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선박의 황산화물 배
출량을 현재 3.5%에서 0.5% 이하로 줄여야 한다”
며,“현
대글로벌서비스는 친환경 선박 설비에 대한 설계부터 구
매,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 도급 방식(Turnkey)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친환경 시장에서 성장을 기대하
고 있다”
고 말했다.한편,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조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유·무상 정비와 부품 교체, 수리, 개조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로,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됐다.

Ⅲ. 건설ㆍ플랜트 관련 업계 동정
1. 대림산업 동정
(1) 대림산업, 터키에서세계최장현수교수주
대림산업과 SK건설 컨소시엄이 터키 국영도로공사가 발
주한 총 사업비 3조 5000억원 규모의 교량사업을 수주했
습니다. 1월 26일(목) 대림산업과 SK건설, 터키의 Yapi·
Limak 컨소시엄이 다르다넬스 해협 현수교(가칭 '차나칼
레 1915교')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최장’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는 다르다넬스 해
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차나칼레주의 랍세키와
겔리볼루를 연결하는 3.7㎞ 길이의 현수교와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세계 24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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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뛰어들어 수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림·SK 컨소
시엄은 막판까지 일본의 Itochu-IHI 컨소시엄과의 경쟁 끝
에 최종 수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방식(BOT) 인프라 사업으로,
대림 SK 컨소시엄이 건설 후 16년 2개월간 최소운영수익
을 보장받으며 운영을 맡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출범 예정인 투자개발형(PPP) 지원 기구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교는 오는 3
월에 착공해 2023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명이 방문하는 중동 최대 규모 전기 에너지 전시회다. 두
산인프라코어는 두산 브랜드와 발전기용 엔진을 알리고
글로벌 발전기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4년째 MEE에
참가하고 있다.

(2) 브루나이 Temburong CC2 현장, 세계 최초로 좌우 균
형인양공법적용해상판동시인양
브루나이 Temburong CC2 현장은 1월 27일(금) 세계 최초
로‘좌우 균형 인양 공법’
을 적용해 상판 인양.거치를 성
공하였습니다. 이 공법은 좌우 상판의 무게로 균형을 잡
아, 2개의 상판을 동시에 인양하는 공법입니다.

길이 50m, 무게 800톤 규모의 상판 2개(총 1600톤)을 해상
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런칭 기중기 (Launching
Gantry)로 두 개의 상판을 동시에 들어올려 교각 위에 거
치하였습니다. 템부롱 교량사업은 브루나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량 건설 공사로 현재 대림산업이 2, 3단계 공사
를 맡아 13.65km의 해상교량과 1주탑, 2주탑 사장교를 건
설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효율, 친환경 첨단 기술이 적용된 소
형 엔진과 발전기용 중대형 디젤엔진 DP시리즈 3대를 선
보인다. 또한 연비를 대폭 향상시킨 린번 (Lean-burn) 가
스엔진 GV222를 신규 출시해 총 8개 모델을 전시한다.
4년에 걸친 개발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발전기용 엔진 DX12 시제품(Proto)도 공개한다.
DX12는 배기량 11.1L 기계식 엔진으로 15L급 엔진 출력
을 내면서도 동급 세계 최고 수준 연비와 내구성을 갖춘
제품이다. 전시회 첫 날인 14일에는 40여개 주요 국가 딜
러들과 글로벌 발전기 업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신규 제품 라인
업과 글로벌 Top 엔진 메이커로 성장하는 중장기 비전을
소개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엔진BG장 유준호 부사장은“MEE는 두산의 발전기용 엔
진 사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며“올해 전시도
두산 브랜드와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
이라고 밝혔다.

2. 두산인프라코어, 중동 전력 전시회에 최신 발전기
용 엔진 전시

3. 두산중공업 동정
(1) 서비스사업부문 신설해글로벌발전서비스시장공략

두산인프라코어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전시회장에서 열리는‘2017 중동 전력 전시회
(Middle East Electricity Exhibition, 이하 MEE)’
에 참가한
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MEE는 전세계에서 약 5만8000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발전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서비스 사업부문’
(Business Group, 이하 BG)을
신설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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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서비스 사업은 발전소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능개선, 정비, 유지보수, 연료전환 등의 고부가가
치 사업으로, 경기에 민감한 신규 발전소 수주에 비해 성
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통상 1000MW(1GW) 규모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연간 서비스 수요는 약 1천억 원 규
모로 추산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는
6500GW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이산화탄소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발전서비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발전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성
장을 이끌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 BG를 신
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영업과 설계, 사업관리 등 기존 사업 부문
에 속해 있던 서비스 관련 인력과 조직을 서비스 BG 산
하로 이관하는 한편, 전략과 해외영업 등을 두루 거친 목
진원 부사장을 신임 BG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30년 이상
영국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두산밥콕을
서비스 BG 산하로 편입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향후 발전서비스 분야에서 O&M(Operation
& Maintenance, 운영/유지보수), R&M(Renovation &
Modernization, 노후 발전설비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Asset Management(서비스 사업을 통한 발전소 자산 관
리), 디지털 솔루션 개발 등 발전서비스 전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경쟁력과
솔루션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발전서비스 사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신규 발전 시장에 비해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진원 서비스 BG장은“현재 보유한 기술 만으로도 공략
가능한 시장이 3000GW가 넘어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
다”
라며“단기간에 서비스 사업에 특화된 역량과 경쟁력
을 확보해 발전서비스 분야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
로 성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서비스 BG 신설로 기존 EPC BG,
Water BG, 원자력 BG, 터빈 BG, 보일러 BG, 주단 BG와
함께 총 7개의 BG 체제를 구축했다.

(2) 친환경수처리기술로‘탈황폐수무방류시스템’수주
두산중공업은 한국남동발전과‘탈황 폐수 무방류 시스
템’
(ZLD, Zero Liquid Discharge)을 영흥화력발전소에 공급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탈황 폐수 무방류
시스템’
은 화력발전소의 탈황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역삼투압과 증발 방식을 통해 정화하는 최첨단 친환경
설비다. 기존 수처리 설비에서 걸러내는 부유물질과 중금
속 성분은 물론, 최근 세계적으로 새롭게 규제 원소로 추
가되고 있는 질산염, 셀레니움까지 처리할 수 있다. 두산
중공업은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ZLD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으며, 2018년 8월까지 설계와 제작,
시운전 등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해 영흥화력발전소에 공
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로 영흥화력발전소는 하루 약
1250m3 규모의 탈황 폐수를 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두산중공업 윤석원 Water BG장은“이번 수주를 통해 친
환경 수처리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다”
면서“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로 신규 플랜트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 의무화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성장성
높은 친환경 수처리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
다.

4. SK건설 동정
(1) 3조7000억 규모의 국내 최대 민자 발전소인‘고성하이
화력발전소’공사계약체결
SK건설은 3일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발주처인
고성그린파워와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발전인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약
3조7000억원을 투입해 1040MW급 발전소 2기로 건설되는
초대형 화력발전소다.
SK건설은 서희건설과 EPC(설계.구매.시공) 방식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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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이화력발전소를 짓게 된다. 공사계약 지분은 SK건설
이 90%(3조3000억원), 서희건설이 10%(3700억원)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생산 전력량이 국내 전체 발전용량
의 2%에 달하는 만큼, 발전소가 준공되면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발전소는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방식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 발전효율을 15% 가량끌어올려 석탄 사용
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비
교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
게 감축한 친환경 화력발전소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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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전소는 총 사업비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
대 민자발전(IPP)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KB국민은
행과 신한은행이 공동금융 주간사로서 국내 프로젝트파
이낸싱(PF)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4조3400억원의 PF를
성사시켜 관심을 모았다. 그 동안 국내 건설사업 PF로는
최대였던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의 3조4000억원을 뛰어넘
는 기록이다. 대주단으로 참여한 금융기관만 20개사다.
SK건설은 그 동안 국내외에서 진행한 다양한 개발형사업
경험을 살려서 국내 최초의 민자발전 사업인 고성하이화
력발전소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형원 SK건설 마케팅.사업개발본부장(전무)은“전력 정
책과 시장에서의 변화로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
황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참여 주주사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리스크 분담을 이끌어낸 것이 주효
했다”
며“그 동안 다양한 개발형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다”
고 말했다. SK건설은 SK가스,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해 2021년 준
공 후에도 2051년까지 운영수익을 받게 된다.
SK건설은 그 동안 저수익 EPC 위주의 공사 수주에서 벗
어나 고수익 개발형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꾀해
왔다.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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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보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수익성이 담보되는 개발
형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12월 성공적으로 개통한 터키 유라시아해저터널
사업과 라오스에서 공사중인 수력발전사업, 지난 1월 우
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터키 차나
칼레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개발형사
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어 성공사례를 계속해 만들어 나
갈 것”
이라고 말했다.

(3) 국내최대민자발전소인‘고성하이화력발전소’착공
SK건설은 23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공사현장에서 국내
최대 민자발전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정석
부 고성그린파워 사장 등 사업 관계자와 류순현 경상남
도 행정부지사, 이군현 국회위원(통영.고성), 최평호 고성
군수 등 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2) SK건설, 사우디교육센터에교육용컴퓨터기부
SK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자잔경제도시(Jazan Economic
City) 베이시(Baish) 지구에 소재한 이슬라믹 교육센터
(The Islamic Educational Center Baish)에 교육용 컴퓨터 30
대를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SK건설 자잔 정유·터미널(Jazan Refinery & Terminal) 프
로젝트 현장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사
회공헌활동을 펼칠 방안을 찾던 중 인근 지역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컴퓨터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
다는 사연을 전해 듣고 기꺼이 기부에 참여했다. 기부된
컴퓨터는 현장에서는 노후 컴퓨터로 분류돼 활용도가 떨
어지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교육용 컴퓨터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부에 참여한 것이다.
SK건설 관계자는“이번 컴퓨터 기부로 300여명 초.중학생
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며“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
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SK건설은
지난해에도 에콰도르에 지진 구호 물품을, 베트남에는 교
육시설을 기부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약 3조7000억원을 투입해 1040MW
급 발전소 2기로 건설되는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로 생
산 전력량이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1.6%에 달한다.
SK건설은 이번 착공식 이후 발전소 핵심설비인 보일러와
터빈이 들어설 터의 기초.굴착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오는 10월까지 기초.굴착공사가 마무리
되면 보일러 설치, 터빈동(건물) 건설을 순차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준공은 2021년 4월 예정이다. SK건설은 발전
소 구조물을 외부에서 만들어 이송.조립하는 모듈화 공법
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 밖의 지역업체를 활용해 구조물을 만들어 모듈화한
다음 해상을 통해 바지선으로 현장까지 이송하고 현장에
서는 모듈을 조립하는 것이다. 현장의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량을 최소화해 공사의 효율성과 진척도를 높이겠다
는 전략이다. SK건설 관계자는“모듈 제작.운송 등을 위
해 지역업체와 상생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
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로 시공될 계획이다. 이 발
전소는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방식의 첨단기술을
적용해 발전효율을 15% 가량 끌어올려 석탄 사용량을 획
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비
교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도 대
폭 감축이 가능하다. 황산화물 성분은 30ppm에서 1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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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질소산화물은 30ppm에서 10ppm, 먼지배출은
8mg/m3에서 5mg/m3으로 떨어진다. 이는 LNG 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보다도 낮고 유럽과 일본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공기내에 최고의 품질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를 명품 발전소로 완공할 것”
이라고 말했
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5조2000억원이 투입
되는 국내 최대 민자발전(IPP)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2
월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4
조3400억원의 PF를 성사시켜 관심을 모았다. SK건설은
EPC(설계.구매.시공)뿐만 아니라 SK가스,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해 2021년 준공 후에도 2051년
까지 운영수익을 받게 된다.

6. 한전KPS,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시행
발전설비 전문 정비회사인 한전KPS(사장 정의헌)가 2017
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총 구매액의 87% 이
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16년도 전체 구매액의
83%에 해당하는 3,179억 원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 온 한전KPS는
올해 중소기업 구매목표 확대는 물론, 사회적기업 등 사
회.경제적 약자 기업의 공공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목표치
를 상향 설정하였다.

5. 포스코건설, 제주 LNG저장탱크 공사 수주
포스코건설(사장 한찬건)이 1월 26일 올해 첫 대규모 종
합심사낙찰제 발주공사인 '제주기지 저장탱크 및 부대설
비공사'를 수주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문
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공사는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일원에 4만5000㎘급
LNG 저장탱크 2기 및 부대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은 2116억 원이며 2019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
업에서 포스코건설(60%)은 포스코엔지니어링(40%)과 컨
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광양 LNG터미널 및 삼척
LNG생산기지 등을 건설하며 쌓은 포스코건설의 기술력
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화공플랜트 분야의 탁월한 사업
수행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6년 11월 1300억원 규모의 울산신
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를 수주하는 등 대규모 종합
심사낙찰제 시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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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전KPS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에 지속
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조달청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조달
업체.조달청 3자 합동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에도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등에 대해서도 법정 의무(권장)
비율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다.
한전KPS 관계자는“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가 지
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구매제도는 정부가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력을 활
용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
는 제도이다.

7. 현대건설,‘나사형철근 선조립공법’신기술 취득
현대건설이 최근 철근망 조립 관련 신공법으로 건설 신
기술(제807호)을 취득했다. 현대건설·롯데건설·현대제
철·정우비엔씨가 공동으로 개발해 인증 받은 신기술로,
공식명칭은‘나사형 철근과 커플러, 연결핀, 거치대를 이
용한 철근회전방식의 기둥철근 선조립 철근망 시공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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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철근을 한 가닥씩 세
워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2개층의 기둥철근
을 통째로 사전에 제작, 현장에서 전동체결공구를 이용해
미리 시공된 하부철근과 연결 작업만 수행하면 되는 신
기술이다. 이 신기술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디
형(이형)철근이 아니라‘나사형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특
징으로, 마디부분이 나사 형태로 되어 철근을 잇는 데 사
용하는 연결재(커플러)의 체결시 철근의 회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이번 신기술을‘문정6구역 지식
산업센터’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신축공사’등 5개
현장에 적용해, 철근 시공시간이 기존보다 25%이상 줄어
드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전용 연결재(커플러), 거치대,
지지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근을 직접 조립하거나 철근
이 쓰러지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도 방
지되고, 철근의 수가 많아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현장
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이번 신기술 개발로 공기 단축과 안
전성 확보라는 2가지 장점을 얻었다”
라며“시공 기술력을
체계화하여 앞으로 시공될 초고층·초대형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8. 현대로템 동정
(1) 현대로템, 2018 자카르타아시안게임수송맡는다
현대로템이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
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
한 경전철 16량 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금액은 약
3300만 달러이며 향후 1년 내 최대 110량이 발주가 될 것
으로 예상되는 추가 옵션 물량까지 합산하면 총 금액은

약 2억 달러 가량이 될 전망이다.
현대로템이 이번에 수주한 자카르타 경전철 16량(2량 8편
성)은 2018년 8월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수도 자
카르타 지역에 신설되는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로
템은 아시안게임이 개막하기 전인 내년 7월 첫 편성 납품
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모든 차량을 납품할 예정
이다. 납품된 차량은 1단계 구간인 선수촌~경기장(총연
장 5.8km, 5개 역사) 구간에서 운행하게 되며 옵션 110량
은 향후 발주가 결정될 시 운행 구간이 확정될 것으로 예
상된다.이번에 현대로템이 수주한 경전철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이다. 대중교통 기반이 열악한 자카르타 현
지 상황상 새롭게 도입되는 현대로템의 경전철은 아시안
게임 관람객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현대로
템은 고품질의 안전한 경전철을 납품해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 개최를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산 경전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수주는 현대로템이 국내 협력사와의 첫 동반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로템은 입찰
단계부터 국내 협력사와의 동반 해외진출을 목표로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제조사인 우진산전과 함께 입찰에 뛰어
들었다. 납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번 사업 특성을 고려
해 현대로템은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비롯한 차량 설계
및 주행장치 공급을 맡고, 우진산전은 차량 제작과 시운
전을 중심으로 분업해 사업 수행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
이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함께 제작할 자카르타 경전철은
차체 경량화 설계를 통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력 소모
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철제 바퀴 바깥쪽에
고무를 덧씌워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탄성
차륜을 적용해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해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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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휠체어 고정 설비, 유모차 탑승 공간을 별도로 확보
해 승객 편의시설을 강화, 아시안게임 승객 수송에 만전
을 기함과 함께 아시안게임 이후 일반 승객 수송에도 불
편함이 없도록 제작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인도네시아 철도시장에서
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자카르타 경전철 16량을 수주하며 해당 사업의 연장선으
로 연내 발주가 기대되는 옵션 110량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번 수주를 비롯해 향후 인도네
시아에서 발주될 철도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도
후속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에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주 인도네시아 대
사관 등 각 분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주 원동
력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로템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서의 추가 수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지난해 1월 필리핀 마닐라 지하철 턴
키 사업, 5월 말레이시아 전동차 사업 등을 수주함에 이
어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까지 수주하
며 동남아시아 철도시장에서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
고 있다”
며“이번 사업은 특히 다가올 아시안게임에서 승
객 수송에 큰 역할을 할 예정인만큼 협력사와 함께 고품
질의 안전한 차량 제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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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30억규모이집트전동차사업최종낙찰자선정
현대로템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 이래 최대인 약 4330
억원 규모의 카이로 3호선 전동차 사업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
은 이집트 교통부 산하 기관인 터널청에서 발주한 카이
로 3호선 전동차 256량 납품 및 유지보수 사업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4330억원으로
서 아프리카 시장 진출 이래 최대다. 기존에 현대로템이
수주한 아프리카 최대 규모 사업은 2012년 12월 수주한
카이로 1호선 전동차 180량 납품 및 유지보수 사업(약
3763억원)이었다.
이번 사업 낙찰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주효
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및 수출자금으로 구성된 금융패키
지를 지원, 입찰 평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함으로써
현대로템의 최종 낙찰을 이끌어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부합동대
표단을 이끌고 카이로를 방문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
령을 면담,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셰리프 이스
마일 이집트 국무총리, 갈랄 모스타파 알사에드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이집트간 교통 및 인프라 분야 협력과 카
이로 3호선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한 것도 이번 낙찰에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현지의
평가다. 더불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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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카이로 3호선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
며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외교채널을 동원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현대로템이 지난 2012년 수주한 카이로 1호선
전동차 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현지에서의 호평도 긍정적
으로 작용했다. 이 사업에서 현대로템은 시승 평가 및 영
업시운전에서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영업운행 시기
를 계획 대비 4주 가량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는 등 뛰어
난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 받은바 있다. 이번 이집트 카이
로 3호선 전동차 사업은 현대로템과 협력관계에 있는 80
여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효과까지
창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최근 내수시장 위축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등으로 기대심리가 크게
침체되어있던 제조업분야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새
로운 희망을 불어 넣었다는 평이다.
현대로템이 공급할 카이로 3호선 전동차 256량은 이집트
의 수도 카이로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아타바~카이
로 국제공항 구간(총연장 45.5km)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현지 협력사와 협업해 2018년 첫 편성 납품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을 납품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기존에 수행한 카이로 1호선 전동차 사업을
수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이로 3호선 전동차
에 현지 운영과 유지보수 용이성을 극대화한 설계를 도
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여름철 최고 기온이 50도 가
까이 상승하는 카이로의 날씨에 대비해 고온에서도 원활
한 운행이 가능한 부품을 도입, 현지 운행에 최적화된 전
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대로템은 납품할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도 8년
동안 함께 맡아 수행하게 된다. 유지보수 사업은 기존의
철도차량 제작 위주였던 철도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로템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카이로 1호선 전동차(2012년), 우크라
이나 전동차(2015년), 뉴질랜드 전동차 및 객차(2016년)
등 해외 철도차량 유지보수 사업들을 수주하며 이 분야
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오고 있다. 이번 카이로 3
호선 사업까지 따내며 현대로템은 약 70조원으로 추정되
는 세계 철도차량 유지보수 시장 공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대로템은 현지 발주처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지
속, 이집트 철도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했다. 현대로템은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 능력을
적극 발휘해 카이로 5호선 전동차 사업 등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사업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
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카이로 1호선
전동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얻은 현지로부터의
신뢰와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지원으로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며“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집트는 물론
튀니지, 모로코 등 아프리카 철도시장 공략에 보다 탄력
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또한“국내 철도차량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수주물량을 기반으로 주요 협력사·중소기
업들과 함께 해외 동반진출, 기술지원 및 R&D 투자 확대
등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국토교
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차량산업 육성·활성화 정책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한편 현대로템은 1976년 가봉에서 화차 30량을 수주하며
아프리카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나이지리아, 가
나 등 여러 국가로부터 화차, 디젤기관차를 수주하며 사
업을 영위해왔으며 2007년 튀니지 전동차 108량, 2012년
카이로 1호선 전동차 180량, 2016년 튀니지 교외선 전동차
112량 등을 수주,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9. 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메니스탄 화공플랜트 현
장, 무재해 4천만 인시 달성
현대엔지니어링이「투르크메니스탄 에탄크래커, PE/PP
생산설비」
현장에서 무재해 4천만 인시(人時)를 달성했다
고 밝혔다. 무재해 4천만 인시는 1천명의 직원이 매일 10
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할 때 4천일(약 11년) 동안 무재해
를 이뤄내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에탄크래커, PE/PP 생산설비 현장은 지난해 10월 무재해
3천만 인시를 달성한 이후 3개월만에 4천만 인시를 달성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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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전체면적이 809,720m2(약 24만5천평)에 이르고
하루 투입 인력만 총 1만3천여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현장
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모래바람이 불어 닥치는 혹독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무재해를
유지하며 우수한 안전 관리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관계자는“본사와 현장, 협력사 임
직원들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무재해 4
천만 인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무
재해 달성과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을 꾸
준히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에탄크래커, PE/PP 생산설비" 프로젝트
는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연안 키얀리(Kiyanly) 지역에 가
스분리설비 및 에탄크래커 설비 등을 포함한 대규모 석
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수주액은 29.9억불이며,
지난 2013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완공 후 이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로부터 에탄
(Ethane) 및 LPG 등을 분리한 후, 에탄크래커(Ethane
Cracker)를 통해 열분해해 최종적으로 연간 40만 톤의 폴
리에틸렌과 8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게 된다. 프
로젝트의 현재 공정률은 87.2%(2017년 2월 기준)이며,
2018년 9월 말 준공 예정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
난해 5월 당 현장에 투르크 현지 플랜트 기술 인력 양성
을 위한「용접기술 교육센터」
를 개소해 지난 1월까지 총
1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지 우수 기능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품질향상
과 안전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번 4천만인시 달
성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Ⅳ. 금속관련 관련 업계 동정
1. 동국제강 동정
(1) 2016년당기순익1,143억원으로5년만에흑자전환
동국제강이 2016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잠정)으로
1,1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확보하며 5년 만에 흑자전환을

실현했다. 매출은 5조66억원(-12.5%), 영업이익은 2,570억
원(32.7%)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률은 5.1%였다. 별도재
무제표 기준(잠정)으로는 매출 4조 4,650억원, 영업이익
2,103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를 지속했으며, 당기
순이익 역시 4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24%를 증가
했다.
강도 높은 선제적 구조조정의 결실이며, 특히 봉강, 컬러
강판, 형강 등 고수익 제품군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
고 포트폴리오 대응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그 결과 후
판 사업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로 낮췄고, 2016
년에만 국제종합기계 매각, DK유아이엘 매각 등 총 1,816
억원 상당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6년 4분기에는 연결 기준 매출이 9,776억원, 영업이익은
119억원을 기록했으며, 1,42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1조2,050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01억원 흑자를 달성했고 순손실
686억원을 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실과 보유
주식 처분에 따른 손실 등을 반영하여 순손실을 기록했
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에 온전히 반
영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7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달성
하며 수익구조가 안정화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말 현금성자산(금융기관예치금 포
함)을 전년 대비 654억원 증대한 4,470억원을 기록했다.
EBITDA(법인세, 감가상각 차감전 이익)는 2014년 1,970억
원에서 2016년 말 4,347억원까지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2월 외화사채 1억5,000만 달러를 조기 상환하는
등 차입금 3,272억원을 상환하며 차입금 의존도를 40.6%까
지 낮췄다. 동국제강은 2017년에도 지난 1월 공모사채
1,700억원을 현금상환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지속 강화했
다. 이과 같은 결실로 지난 1월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평가 상향조정(BB+)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올해 동국제
강은 지속적인 신용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연산 300만톤 생산능력의 브라질 CSP 제철소는 지난해 6
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100만톤을 생산판매 하는 등 조기
에 가동 안정화됐다. CSP 제철소는 올해 총 273만톤의 슬
래브를 생산, 146만톤을 동국제강 몫으로 활용할 계획이
다. 동국제강은 오는 3~4월 경부터 당진 공장에서 상업
용으로 사용해 후판 사업과의 시너지를 모색할 방침이다.

(2) 동국제강, 14년째이공계장학금전달
동국제강과 산하 송원문화재단은 2월 3일 전국 9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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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이공계 대학생에게 총 1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전
달했다. 이공계 장학금은 제조업의 근간인 이공계 대학생
을 육성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온 동국제
강의 대표적인 장학사업이다.

2017년 JSG 1기는 당진공장의 대리, 사원 10명으로 구성
돼있으며 독서토론회, 과제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 지식 함양을 위해 올해 5월 TESAT(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 2급 취득도 목표로 하고 있
다. JSG 1기의 학습 만족도가 높을 경우, 당진공장은 하반
기 전 임직원의 TESAT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과 산하 송원문화재단은 이날 이공계 장학생을
동국제강 냉연사업본부 부산공장에 초청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공장 견학을 실시했다. 장학증서를 수여 받은
학생은 총 4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동국제강 취업 희망 시 우대 혜택도
받는다. 임동규 냉연사업본부장은“어려운 시기일수록 사
람이 경쟁력”
이라며,“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향해 정진해주기 바란
다”
고 당부했다.
송원문화재단은 1996년 고 장상태 동국제강 회장에 의해
설립되어,‘기업 성장의 모태가 된 지역에 보답한다’
는
동국제강의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공익재단이다. 동국제강
과 송원문화재단은 이공계 장학사업 외에도 독거노인 생
활지원금 전달, 불우이웃돕기 등 매년 10억원 상당의 사
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 일진제강, 실린더용 강관 세계일류상품 선정

(3) 동국제강당진공장, Junior Study Group 발족
동국제강 당진공장은 후판사업본부의 창조적 혁신을 이
끌기 위해 사원, 대리급으로 구성된 주니어 스터디 그룹
(Junior Study Group, 이하 JSG)을 운영한다. JSG는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건의?제
안하는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진제강의 실린더용 강관은 건설용 기계나 장비의 유압
용 실린더(Hydraulic Cylinder)에 사용된다. 특히 이 제품은
건설기계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린더의 구경(지
름), 두께 등 고도의 정밀도와 내구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일진제강은 자체 생산한 심리스(Seamless)강관과 전기저
항용접(ERW) 강관을 정밀인발 공법으로 가공해 국제규

일진제강(대표 이교진)은 31일 운반 및 건설기계에 쓰이
는 실린더용 강관이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KOTRA(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선정한다. 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
장점유율이 5위 이내거나 또는 시장점유율 5% 이상을 차
지한 상품을 심사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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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충족하는 실린더 강관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는 물
론 유럽, 북미 등 전세계 1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교진 일진제강 대표는“정밀인발 강관 업계에선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금번 세계일류상품 선정으
로 그 의미가 더해졌다.”
며“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정
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역
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일진제강은 일진그룹 계열사
로 1982년 설립된 정밀인발강관 전문 기업이다. 2012년에
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심리스강관 국산화에 성공
하기도 했다.

수는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마찰 등으로 어려워진 철강업
계 경영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철강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
조했다.

3. TCC동양 동정
(1) 미Esmark 회장한국방문으로파트너쉽강화
미국 투자법인 파트너인 Esmark 회장은 2017년 1월 9일에
서 11일, 3일간 TCC동양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교류 활성
화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수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
였다. Esmark 회장, James P.Bouchard는 Ohio Coatings
Company 공동투자회사의 공동회장으로써 한국을 방문하
여 TCC동양 서울사옥과 포항공장을 둘러보았고, BP공급
사인 포스코를 견학하면서 기업현장을 직접 파악하는 시
간을 가졌다.

철강업계의 당면과제로 산업생산의 표준화, 고객과의 연
결 플랫폼 구축, e-business 활성화 등을 설명하였다. 초연
결 (Hyper-Connection), 지 속 적 인 혁 신 (Innovation
Continuously), 인재주의(Talentism)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
심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소개하였고, 새로운 변화 속에
기회를 찾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4. 포스코 동정
(1) 광양1연주공장, 슬래브생산누계2억톤달성
광양제철소 1연주공장이 1월 30일 슬래브 생산량 누계 2
억 톤을 달성했다. 광양 1연주공장은 준공 해인 1987년
연산 164만 톤 규모로 출발해 1997년 630만 톤, 2007년 792
만 톤, 지난해에는 751만 톤 규모로 성장했으며, 준공 30년
만인 지난 1월 30일 슬래브 생산 누계 2억 톤을 달성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고급강 생산비율을 높여온 1연주공장

이번 방문일정은 손봉락 회장이 직접 James P.Bouchard회
장과 동행하였고,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에 따른 반
덤핑 과세조치를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략적인 협
력 강화를 다짐하였다.

(2)‘철강업계의4차산업혁명대응방안’특강
2월 22일 TCC아카데미에서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준호 교수를 초빙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철강업계 경
쟁력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날 강연에서 이준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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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슬래브 품질 확보기술 개발과 설비강건화 혁신활동을
펼쳐 제강성 후공정 품질불량률을 대폭 개선하는 등 질
적 성장도 이뤄냈다.
후공정인 슬라브정정공장도 1연주공장에서 생산된 주편
(스카핑(Scarfing재, Non Scarfing재))을 거울같이 깨끗한
슬래브 표면으로 만들고자 4면 스카핑법, 2면 스카핑법,
핸드 스카핑법, 그라인딩 스카핑법 등 최적화된 스카핑
방법을 개발해 증산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광양 2제강공장은 1월 10일 용강 생산량 누계 2억
톤을 달성했다. 2제강공장은 27년이라는 최단기간 만에
누계 출강생산량 2억 톤을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하
루 103차지(charge·1회 취련 완료된 쇳물의 회수, 출강생
산량 약 280톤)를 1년 동안 쉬지 않고 자동차강판 등 고
급강에 주로 생산해 왔다. 1연주공장의 슬래브 생산량 누
계 2억 톤 달성, 2제강공장의 용강 생산량 누계 2억 톤 달
성은 저원가 고수익 생산 프로세스를 이용해 이룬 실적
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광양제철소 제강부는 100년 기업 포스코의 교두보를 마련
하고자 안전·환경을 기반으로 포스코형 제강기술·연주
기술·스카핑기술 개발에 전념, 절대 품질을 확보함으로
써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성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2) 포스코, 국내최초리튬상업생산돌입
포스코가 독자기술 개발 7년 만에 국내 최초로 리튬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2월 7일 광양제철소 내 리튬
생산공장에서 연산 2500톤 규모의 리튬생산(PosLX;
POSCO Lithium Extraction)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오준 회장과 이웅범 LG화학 사장, 조남성
삼성SDI 사장,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정현복 광양시
장,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오준 회장은 "많은 제약과 난관에도 오늘의 결실을 거

둔 것은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배터리용 리튬은 물론, 양극재용 고순도 니켈과
양음극재 개발 등 에너지소재사업에서 기술경쟁력을 차
별화해 미래 신성장사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혔다. 김종주 산자부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이차
전지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주원료인 배터리용 탄산리
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오늘 공장 준공으로 포
스코가 배터리용 탄산리튬을 자체 생산함에 따라 이차전
지 제조기업들이 원료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준공한 PosLX공장은 연간 2500톤의 탄산리튬을 생
산해 이차전지용 양극재 제작업체인 포스코ESM과 이차
전지 제작업체인 LG화학·삼성SDI에 공급할 예정이다.
탄산리튬 2500톤은 약 7000만 개의 노트북용 배터리를 생
산할 수 있는 규모다. 그동안 국내 이차전지 제작업체들
은 국내 리튬 공급사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포스코의 PosLX공장을 통해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이번 PosLX공장에 사용되는
원료인 인산리튬을 폐(廢)이차전지 재활용업체로부터 공
급받음으로써 환경 이슈인 폐이차전지 재활용 분야에서
도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폐이차전지
에서 추출한 인산리튬으로 초도생산한 탄산리튬을 시험
평가한 결과 입도, 순도, 충·방전 효율과 용량 등 품질
기준에서 기존 제품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향후
포스코는 해외 염호 확보를 통해 탄산리튬의 원료인 인
산리튬도 독자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리튬추출기술은 7년 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포스코 리튬추출기술은 화학반응을 통해 염
수에서 인산리튬을 추출한 뒤 탄산리튬으로 전환하는 공
법인데, 평균 12~18개월가량 소요되던 기존 자연증발식
리튬추출법과 달리 최단 8시간, 길어도 1개월 내에 고순
도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
리튬 회수율 역시 30~40%에서 80% 이상으로 향상돼 경
제성이 뛰어나다. 리튬 순도는 99.9%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수산화리튬·칼륨 등 고부가 제품의 병행 생
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포스코는 현재 리튬추출
관련 100건 이상의 국내 및 해외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최근 모바일 제품의 지속 확대로 리튬이온 이차전지 수
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배터리용 탄산
리튬 수요는 6000톤(2002년)에서 6만 6000톤(2015년)으로
급성장해오고 있다. 향후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ESS) 사용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18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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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포스코는 광양제
철소 PosLX공장을 시작으로 국내외 리튬 연 4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리튬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확고
히 할 계획이다.

(3) 세계최초인공지능(AI) 도입한스마트공장탄생
포스코가 제조업체 최초로 생산공정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도입하며 스마트제철소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제철소, 기술연구원, 성균
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이종석 교수)와 공동으로 '인공지
능 기반 도금량 제어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 1월부터 현
장에 적용했다. 이는 그동안 포스코가 기술연구원뿐만 아
니라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수 천 개에 달하는 위탁과제를 수행한 산
학연 체계가 이뤄낸 쾌거이다.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도금량 제어자동화 솔루션'
은 자동차강판 생산의 핵심기술인 용융아연도금(CGL·
Continuous Galvanizing Line)을 인공지능으로 정밀하게 제
어함으로써 도금량 편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
술이다. 특히 이 기술은 인공지능 기법의 도금량 예측모
델과 최적화 기법의 제어모델이 결합되어 도금량을 실시
간 예측하고 목표 도금량을 정확히 맞추는 자동제어 기
술이다. 도금량 제어는 고객사인 완성차업체의 요구에 따
라 수시로 조업 조건이 변화되는 가운데 균일한 도금층
두께를 맞춰야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그간 수동으로 도금
량을 제어했던 탓에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고가의 아연이 불가피하게 많이
소모되기도 했다. 이제 도금공정을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
으로 제어함으로써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품질향상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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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과도금량 감소로 인한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자동운전으로 인한 작업자 부하도 경
감시켜 작업 능률 및 생산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포스코의 대표적인 고수익 고급강인
WP(World Premium) 제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도금강
판은 현재 세계 800여 개 철강회사 가운데 20곳 정도만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
급 제품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약 900만 톤의 자동차강판
을 판매해 전세계 자동차강판의 10%를 공급했다.
이번 '인공지능 기반 도금량 제어자동화 솔루션' 개발은
권오준 회장 취임 이후 일찍이 스마트팩토리 모델공장
구축 등 스마트솔루션 흐름의 선도를 준비해온 포스코가
알파고의 출현으로 인공지능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
자 이를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
를 내면서 시작됐다.
포스코 기술연구원은 지난해 6월 도금량 제어자동화에
대한 니즈를 발굴한 후 조업·정비·EIC 등 여러부서로
부터 의견을 수합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통계?
데이터 마이닝·머신러닝·최적화 방법론 전문가인 이종
석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에게 인공지능 도금
량 예측모델 알고리즘 개발을 위탁하고, 이 교수는 포스
코 연구원과의 협업하여 도금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도금량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작년 7월부터 약 2개월간 개발됐다.
포스코 기술연구원은 개발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조업
노하우를 반영, 현장설비 및 조업조건 변경 시에도 원활
히 운용되도록 하는 제어기술을 융합한 현장 맞춤 프로
그램을 추가해 "인공지능 기반 도금량 제어자동화 솔루
션"을 완성했다.
도금량 제어자동화에 적용된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은 빅
데이터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자가학습방법이다. 이 방
식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수백
종류의 데이터를 실시간 학습함으로써 제어의 정확도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를통해 설비 교체나
조업 조건 변경 시에도 실시간 자가학습하여 도금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다.
완성된 도금량 제어자동화 솔루션은 지난해 11월부터 12
월까지 약 2개월 간 광양제철소 3CGL에 시범적용하여 정
확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이 결과 기존 수동 조업시에는
m²
당 도금량 편차가 최대7g 에 달했으나 인공지능 기반
자동 조업시에는 0.5g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해당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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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션은 기술검증 마친 후 올해 1월 5일부터 광양 3CGL에
서 본격 가동 중이다.
포스코는 이번에 검증된 도금량 제어자동화 솔루션을 향
후 다른CGL 뿐 아니라 해외 소재 법인 CGL에도 확대
적용해 세계 시장에서의 자동차용 도금강판 기술경쟁력
을 선도하는 한편, 다른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에도 인공지
능 기술을 적극 도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
마트팩토리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4) 포스코, 최고급전기강판생산확대
포스코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고효율 프리미엄 가전제
품의 미래수요 공략을 위해 최고급 전기강판 생산을 확
대한다. 포스코는 20일 포항제철소에서 권오준 포스코회
장을 비롯한 포스코건설, 포스코ICT등 관련그룹사, 설비
공급사 및 고객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방향성
전기강판 Hyper NO (Hyper Non - 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생산능력 증대사업 종합준공식을 가졌다.
권오준 포스코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및
고효율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가운데 이번 종합준공을 계기로 시장의 니즈(Nee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최신예 설비
를 통해 포스코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경쟁력 향상을 지
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관련 산업군의 경쟁력도 증대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번에 포항제철소 제2전기강판공장에서 냉간
압연후 고열처리를 통해 고급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
신설비로 교체했고, 제3 전기강판공장에는 소재를 열처리
하고 표면산화층을 제거하는 설비를 업그레이드했다. 특
히 제2공장에 도입한 최신 압연기는 0.15mm 두께 까지
강판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확대와
함께 기존 0.27mm두께보다 훨씬 얇은 강판도 생산할 수
있어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포스코가 이번 종합준공을 통해 연산 16만 톤으로 생산능
력을 증강한 'Hyper NO'제품은 친환경자동차의 구동모터
코어와 청소기, 냉장고 등 고효율을 요구하는 가전제품
및 산업용 대형발전기 등에 꼭 필요한 소재로, 16만 톤은
전기차 구동모터코어 기준 약 2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최근 글로벌 환경문제로 인한 친환경자동차 및
고효율 가전제품의 생산증가에 따라 핵심 부품인 모터의
소재가 되는 최고급 전기강판제품 (Hyper NO) 수요는 '16

년 80만 톤에서 '20년 10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포스코는 이번 'Hyper NO'제품 생산확대에 따라 일
반재 생산을 상당부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제품의 고급
화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총 생산량은
줄이게 되어, 최근 공급과잉으로 지적 받고 있는 국내 철
강시장에서 고수익 제품의 판매확대를 통해 자연감산효
과를 낼 수 있게 됐다.

(5) 포스코강판, 컬러강판생산라인확대
포스코강판(사장 전중선)이 컬러강판 제조 설비를 증설
하기로 했다. 포스코강판은 지난 2월 22일 열린 이사회에
서 연산 6만 톤 규모의 컬러강판 연속 도장설비(No.4
CCL)를 구축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투자는 고급 컬러강판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
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결정되었다. 포스코강판은 새롭게 구축하는 설비를 활용
해 △고급 건축 내외장재 △프리미엄 가전용 고급건재
△가전용 컬러강판 △고급 프린트 강판 △알루미늄 컬러
강판 등을 생산하여, 고급 컬러강판 시장에서의 차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스코강판은 지난해 9월 서울사옥을 매각한 자금과 경
영실적 개선에 따른 자체 창출 자금을 활용하여 이번 설
비투자에 소요되는 예산 39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올
해 12월 공장을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할 예정이다. 포
스코강판은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건재 전문기업으로서
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5. 현대제철 동정
(1) 나사형철근선조립공법신기술인증취득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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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제철의 기술이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선정됐다. 현
대제철은 3일 현대건설, 롯데건설, 정우비엔씨 등 건설사
와 공동으로 개발한 '나사형철근, 커플러, 연결핀 및 거치
대를 이용한 철근회전방식의 기둥철근 선(先)조립 철근
망 시공법(건설신기술 807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공법은 철근을 서로 겹쳐 잇는 기존의 겹침이음 공
법과 달리 나사형으로 제작한 상하부 철근을 커플러(연
결장치)로 연결해 철근투입량을 줄이게 됨으로써 공사비
절감은 물론 시공시간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기존 시공법과 다른 핵심 차별화 요소는 기계식 이음공
법의 단점인 현장오차를 극복한 점으로 기둥철근에 보조
철근이 체결된 상태에서도 기둥철근의 회전이 가능한 연
결핀 기법을 활용해 오차 보정이 용이해졌다.
또한 이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공장에서 미리 기둥철
근망을 제작해 현장에서의 조립시간을 줄일 수 있고, 기
존방식과 달리 연결재(커플러)와 거치대(보조커플러)를
함께 사용하므로 철근이 쓰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예
방할 수 있다. 이 기술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평가도 긍정
적이다. 현대건설이 문정6구역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
이 공법을 적용했으며, 롯데건설도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
레스 신축공사현장 등 5개 현장에 적용한 바 있다.
롯데건설 현장 관계자는 "기존 공법보다 훨씬 빠른 속도
와 안전성이 확보되는 공법으로 현장관리 차원에서도 유
용하며 경제적인 공법"이라고 말해 향후 이 공법의 광범
위한 적용 확대가 예상된다.

(2) 세계최고성능의BCA 보증후판한국선급인증취득
현대제철이 최근 균열에 견디는 성질이 우수한
BCA(Brittle Crack Arrest : 취성균열정지인성) 보증 후판
EH47 강재의 한국선급인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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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현대제철이 인증을 취득한 EH47 강재는 주로 초
대형 컨테이너선박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현재 선급인증
을 취득한 국내 제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능(취성균열
정지인성:8,940N/㎜1.5·항복강도:46㎏급·최대두께:100
㎜)을 가진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EH47 강재는
현대제철의 순수한 독자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제품으로,
이번 선급인증 취득을 통해 후판 제조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공인받게 되었다.
최근 세계적인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선박
에 적용되는 강재의 두께가 점차 두꺼워지면서 강재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정지하지 않고 확대되는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제선급협회(IACS)는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계약된 대형 컨테이너선박
에 BCA 보증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IACS
UR S33)을 마련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국제선급협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
난 2014년부터 BCA 보증 후판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2015년 10월 EH40 두께 100㎜ 강재의 개발 및 인증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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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고 조선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 소재의 개발과정에서 일반재 대비 우수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기술인 HARP(Hyundaisteel Advanced Rolling Process)를 적용했고, 동시에 강재의
내부품질 개선을 통해 8,940N/㎜1.5이라는 세계 최고의 성
능을 가진 EH47 강재를 개발할 수 있었다.
최근 일본해사협회(NK)와 일본용접협회(JWES)는 공동
실험을 통해 두께 100mm 강재의 취성균열을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성(minimum required brittle crack
arrest toughness value; Kca값)은 8,000N/㎜1.5이라는 결과를
국제선급협회(IACS)에 제안한 바 있다.
국제선급협회(IACS)의 통일규칙(Unified Requirements)에
서는 두께 80㎜ 이하의 BCA 보증 후판에 대해서만 균열
정지성능을 영하 10℃에서 6,000N/㎜1.5로 규정하고 있고,
80㎜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각 선급협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일본해사협회(NK)와 일본용접협회(JWES)의 제
안이 반영되어 80㎜ 초과 100㎜ 이하의 BCA 보증 후판의
최소 인성 기준이 8,000N/㎜1.5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현대제철의 EH47 강재는 이미 8,940N/㎜
1.5의 인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현대제철은 이번 한국선급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노르웨이-독일(DNVGL)·미국(ABS)·
영국(LR)·프랑스(BV) 등 8개 해외선급협회로부터 인증
을 취득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BCA 보증 후판 인증취득을 통
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필요한 세계 모든 기준의 강
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극후물의 高강도.高인성 강
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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