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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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신뢰를잃은교육산업현장에서인정받는인력을키워야한다.

폴리텍대학원주캠퍼스산업설비학과김현진교수

*World's Newbuilding orders

국내조선산업2017년1분기신조선수주전년대비크게증가

➡ 2017년국내외조선산업신조선추정수주현황

•2017년1Q 국내조선산업신조선추정수주현황

•2017년1Q 국내조선업체신조선추정수주현황

•2017년국내조선소해양플랜트(Offshore Rig) 추정수주현황

•세계조선산업2017년1Q 신조선추정수주현황

•2017년1월말기준 세계조선사순위및수주잔량& 야드별순위

*Briefing News

•한터테크놀러지파이버레이저HFL시리즈출시

•(주)토르텍, 파이버레이저절단시스템‘Thor3015S’

•높은가성비의합리적인파이버레이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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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관련동정2017.03

월간금속&용접저널2917년3월관련업계뉴스및동정

•정부산하기관.단체 관련업계동정

•조선ㆍ해양관련업체동정및이모저모

•토목건축ㆍ플랜트관련업계동정

•금속관련관련업계동정

*Information

월간용접저널정기구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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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로176 나-227
Tel: 031-492-8100   Fax: 031-492-8101
E-mail: okmok@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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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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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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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照射線[3Page 참조]Cable 사용시토치케이블수명이최대약2배증가

3W (Welding Part's, Wire Feeder, Water Tank)를제조.생산공급합니다.

世元電氣電子機(株)WEL-GA
SEWON ELECTRIC Co., Ltd.
TEL : 051-324-1819 FAX : 051-327-1815
E-mail : sewon1819@hanmail.net

TORCH SERIESCO2•MAG•MIG용접토치

사용의편리성을철저히추구하여탄생된 최적의
CO2•MAG•MIG용접토치를공급합니다.

용접 토치 시리즈

SINCE
1983年
WE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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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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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Hardness Tester
철강/주물/열처리/비철금속/대형금속재료측정용철강/주물/열처리/비철금속/대형금속재료측정용

휴대용디지털경도시험기휴대용디지털경도시험기

DHT-200 Serise Portable Hardness Tester

DHT-300 DL-Type

DHT-100 G-Type 주물전용 DHT-100 D-Type 

DHT-300 D-Type DHT-300 C-Type

대형제품을아직도절단하여경도를측정하시나요?

Portable Hardness Tester

DC DL 기어측정용

임펙트디바이스

D+15 C G 주물전용D 열처리용

DHT-200 G-Type 주물전용

http://www.metalkorea.biz

■공급원: 메탈넷코리아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7길36 E-space 310호

Tel: 02-3281-5037    Fax: 02-3281-0280
메탈넷코리아경도시험기지역총판및대리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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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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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지하이알루미늄원형톱기계 (자동/반자동)

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JIH-24D

구 분 JIH-18DE/18D JIH-24D JIH-16 JIH-20

절단각도 90。or 45。 90。or 45。 45。~0~ 45。 45。~0~ 45。

절단범위 110×110, 100×220 190×190, 150×340 16”×1”bore 20”×1”bore
(H×W)mm 60×270, 20×300 80×400, 20×450 (톱날규격) (톱날규격)

R.P.M 3200 2000 3600 3000

모터 7.5마력 7.5마력 3마력 7.5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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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433-9114   010-8340-0010   www.paldo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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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6-2번지 시화공작기계판매단지 3동 303호

(031)433-9114   010-8340-0010   www.paldomc.co.kr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밴드쏘, 원형톱기계, 알루미늄컷팅기등

각종톱기계 100대 이상 전시판매중!!

절단능력 (Cutting Capacity)
0。 ●250mm  ■240×240mm    ■240×240mm
45。 ●200mm  ■180×180mm    ■200×140mm
-45。 ●150mm  ■150×150mm    ■170×90mm
-60。 ●120mm  ■95×95mm      ■120×95mm

Blade size 27×0.9×2730mm

Dimension 1676×749×1054mm

Net W./G.W. 310/360kgs

절단능력 (Cutting Capacity)
0° ●270mm ■260×260mm   ■350×220mm 
45° ●240mm ■220×220mm  ■240×160mm
60° ●160mm ■150×150mm 
45°(L)●150mm ■180×180mm  ■180×1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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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HBS-350DSAP
반자동 양각도 절단 (2Ways Swivel)

FHBS-310DSAP
반자동 양각도 절단 (2Ways Swivel)

아크라
FHBS-350D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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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용접 교육 관계자들과 용접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용접 교육이 외국의 용접 교육에 비해 다소 전문성이 떨

어질 뿐 아니라, 자격 제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용접 교육을 받은 후 산업체에 취업을 해도 바로 현장 작

업에 투입되지 못한 채 현장에서의 재교육 훈련을 다시

거쳐야 하고, 국내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취업의 어려움

을 겪으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와 같은 용접 교육의 문제 해결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

다. 작년 2016년 한해 용접 산업기사의 전국 합격 인원은

15명이며, 그 중 13명이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학생들이

었다. 이처럼 높은 합격률을 보여준 저력은 무엇일까? 폴

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산업설비학과는 국내 용접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면을 해결 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산

업기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다. 

월간 금속&용접저널은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산업설비

학과의 김현진 교수님을 만나 아직은 생소한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자격 제도에 대한 소개와 유일무이한 산업기사

합격률 보여준 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산업설비학과소개를부탁드립니다. 

원주 폴리텍 대학교 산업설비학과는 특수 용접직종과 플

랜트 용접직종 두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각 30명씩 총

정원 6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수용접직종에서는 티그(TIG), 미그(MIG) 아크용접과

서브머지드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용접기법들과

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캐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기능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산

업현장의 중견관리자 또는 실제 용접을 하는 용접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상 플랜트 용접직종과 특수용접직종은 대동소이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플랜트용접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과정평가형 산업기사를 취득 할 수 있는 학과

로 인정을 받게 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 용접직종에서도 기능사 일년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학생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추어 일반 기능사 과

정과 과정평가형 산업기사에 선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뢰를잃은교육산업현장에서인정받는인력을키워야한다.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산업설비학과 교수김 현 진

취재·정리 / 김가람기자(Kim Ga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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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산업기사가무엇인가요? 

산업기사 자격증은 각 산업현장에 맞는 기능을 요하는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순으로 구분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사 자격증은 누구

나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 자격증

의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능사에 맞는 동

종계열에 회사에서 일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을 하거

나 동종계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하여야 자격

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플랜트 용접학과를 입학하게 되면 일년 수업 과정 동안

학력과 나이 상관없이 과정평가형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산업기사과정은어떻게진행되나요? 

과정평가형 산업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일년

동안 받는 수업들을 매번 평가 하면서 진행됩니다. 일반

적으로 산업기사 시험은 이론시험을 보고 짜여진 평가에

맞추어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

습니다. 하지만 과정평가형 산업기사의 경우 국가직무표

준능력(NCS)을 기반으로 수업 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

다. 쉽게 말해서 국가직무표준능력(NCS)은 일을 하기 위

해 필요한 직무능력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과정별

로 산업기사가 필요한 약 10개정도의 필수 능력 단위로

나누어 수업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각 과정을 이수 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내부평가를 하여 통과를 하게 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서 주관하는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며, 1차시험과 2차시험

을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산업기사 자격을 부

여 받게 됩니다. 

■과정평가형산업기사자격취득은폴리텍대학원

주캠퍼스에서만가능한가요?

앞서 말해듯이 자격이 제한된 검증형 산업기사는 일반인

누구나 자격만 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

평가형 산업기사 과정은 본 학과를 입학해야만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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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과가 되기 위

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게 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교육 과

정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업에 필요

한 모든 시설 장비와 과정 평가 진행이 가능한 교수진을

갖추고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전국 폴리텍 대학중에서도 일년 과정을 통한 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원주 캠퍼스밖에 없습니다. 지금까

지 찾아 볼 수 없었던 과정인 만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

득하기 위해 본 학과를 입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산업기사의강점은무엇인가요?

과정평가형 산업기사는 학과 입학을 통해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접근성은 편하지만 기존의 산업기사 자격

시험보다 과정이나 평가수준이 훨씬 난이도가 높은 편입

니다. 검정형 산업기사 자격증은 학원이나 다른 교육기관

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결국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이 미비하여 취직 후에도 다시 업무를

배워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안되는

자격증은 회사에서 믿지 않게 되었으며, 용접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 기업에서는 자격증보다 경력

을 더 우선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업무 시 무

분별하고 알 수 없는 경력자들 보다 검증된 자격증이 면

허사양이 되어 자격을 갖춘 용접사가 용접 시공을 하도

록 해야합니다.   

과정평가형 산업기사의 경우 회사 및 공단에 필요한 국

가직무표준능력(NCS)을 단위별로 이론시험과 실습시험

그리고 면접시험을 진행하여 합산 된 점수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 된 도면을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검정형 시험 보다 어렵게 느

껴 질 수 있습니다. 비록 본 학과를 통해 과정평가형 산

업기사를 응시한 학생들에게 힘든 과정일수 있지만 현장

에 필요한 기술들과 이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

며, 난이도가 높은 만큼 습득한 능력들은 현장에서 인정

받고 제대로 된 용접사로 대우 받게 될 것입니다. 

■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인정한 원주 폴리텍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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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은?

전국에 있는 폴리텍대학은 국가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훌륭한 교수님들이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

는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과정

을 새롭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만큼 용접 교육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기에 가능했으며, 좋은 성능의 용접기

이외에도 용접 결과를 검사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장비

및 인장테스트기와 용접부위 조직 검사가 가능한 조직현

미경 등 다양한 실험 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따라 올 수 없는 인프라 구성입니

다. 

또한 단순히 파이프 용접을 가르치며 마무리 되었던 기

존의 교육방식과는 다른 본 학과의 과정평가 교육은 각

용접 수업마다 결과물에 대한 과정평가를 받아 이수를

해야 다음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 용접은 4

인치와 6인치의 파이프를 완전히 매립한 후 방사선 촬영

을 하여 일정 등급이상 결과가 나와야 이수가 가능하며,

압력구조용기를 만들고 수압테스트를 하여 물이 새지 않

아야 하는 과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선선박 외곽을

용접하는 Q2용접의 경우도 방사선 촬영을 하여 일정등급

이 나와야 평가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만 원주 캠퍼스에서는 금전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학

생들에게 매달 2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주어 관련 서적

및 필요한 공구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

습니다. 

■입학하는학생들이원하는진로방향은?

정원 60명의 만 18세이상 성인이라면 학력과 나이 등 제

약을 두지않고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약을 두지

않은 만큼 다양한 연령 때와 직업군을 가졌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한 몇몇 친

구들은 현장 관리자로 취직을 원하지만 보통은 용접을

배우고 익혀서 필드에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용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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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생 중 한명은 홍익

대 조선학부를 나와 선박설계로 진로를 정할 수 있었지

만 현장업무를 원하여 본 학과를 지원했던 사례도 있습

니다.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들의 경우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높은 취업률을 보

여줍니다. 아직 기업들이 과정평가형 산업기사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지만 구인의뢰를 하는 회사들은 학생들의 업

무능력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고있습니다. 

■산업설비학과소개를부탁드립니다. 

폴리텍 대학 원주 캠퍼스 산업설비학과는 플랜트 분야의

용접을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입학생들이 용접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익힐 수 있는 학교라고 인

식하길 바라며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 교육을 하고 있

습니다. 

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조선소를 포함한 철강 업체,

발전소, 한전KPS, 천연가스 및 에너지 관리 공단 및 LPG

저장소 탱크, 압력탱크 등의 용접이 필요한 다양한 기업

및 산업현장에 취직을 하고있습니다. 

조선소의 불황소식이 언론에서 꾸준히 나오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조선경기가 좋지 않아 용접사의 취업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플랜트 용접분야만 보더라도 해양

플랜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륙에도 플랜트가 있으

며, 반도체 현장에 라인작업과 기업 공무팀에도 용접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조선분야가 어렵다고

해서 용접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용접에 대한 취업경로는 조선

산업에만 편중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

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폴리텍대학원주캠퍼스☎033-74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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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2000C(0.01mm/0.001Inch)
마이크로디지털초음파두께측정기

DC-2020B(0.01mm/0.001Inch)
마이크로디지털초음파두께측정기

DC-2000B(0.01mm/0.001Inch)
마이크로디지털초음파두께측정기

■공급원: 메탈넷코리아

주 소: 서울시구로구구로3동212-26 E-space 310

Tel:02-3281-5037  

Fax:02-3281-0280

http://www.metalkorea.biz

Metal Network Korea Company

디지털초음파두께측정기

선박선체.블럭용접구조물소재두께측정기

조선•해양•용접•판재•철강•강관•튜브•파이프두께측정용

Ultrasonic Digital Thickness Measurement G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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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국내‘빅3’조선업체들의실적은삼성중공업은 15억달러, 현대중공업 10억달러, 대우조선해양이 6

억달러, 총 31억달러의규모를수주했다고조선업계는밝혔다. 2017년이들조선사들의연간수주목표액은현대중

공업이조선 43억달러, 해양16억달러, 플랜트 5달러등 64억달러이고, 삼성중공업은 65억달러, 대우조선해양은

55억달러로정한바있다.

조선사들의수주목표를하향조정하면서숨고르기를하고있지만, 최근 3사의수주소식은물론현대중공업이 1조원

규모의초대형원유운반선12척을협상중에있어이번계약이성사되면올해수주건중최대한규모일뿐아니라, 국

내조선사들끼리의순위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을만한계약건이라기대가크다. 삼성중공업역시현재이탈리

아ENI에서발주하는25억달러규모의FLNG수주계약건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각조선사들이수주가뭄타개를위해고군분투하고있는만큼예상보다더좋은성적을거둘수있을지주목되는부

분이다. 글로벌해양시추설비가동률이 4년만에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수주가뭄의타개에어느정도영향을

미칠수있을지조선업계의기대감이커지고있다.

클락슨리서치가집계한월간시추설비가동률통계를살펴보면 2월말기준해양시추설비가동률이전월대비소폭

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상승폭이 1%정도밖에되지는않지만, 해양시추설비가동률이상승한것은 2013년 5월

이후약4년만에처음이기도하다.

조선업계에서는이러한소식에기대감을보이고있는데, 시추설비가동의증가는해양생산설비의발주로이어질가

능성이있다고보기때문이다.

☞월간금속&용접저널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소, 선주사, 리서치기관, Shipbrokers 및국내외언론보도자료등을

근거로작성된것으로, 타기관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국내조선산업2017년1분기신조선수주전년대비크게증가

4월-수주동향  2017.4.3 4:18 PM  페이지1    Apogee



2017. 04 월간금속&용접저널37

World's Newbuilding orders

1. 2017년국내외조선산업신조선추정수주현황

(1) 2017년1Q 국내조선산업신조선추정수주현황

“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

기관, Shipbrokers 및 국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

한 국내 조선산업의 2017년 1분기 신조선 추정 수주현황

을 보면 옵션을 포함하여 총 45척 중 Gas Carrier 12척

(1,078,300 CBM), Tanker Carrier 31척(4,939,700 DWT),

18,000dwt Ro-Ro vessels 2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해양플랜트(Offshore Rig) 5기와 옵션 11기를 포함하

여 총 16기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별 수주 현황을 보면 1월은 Tanker Carrier 12척(1,394,000

DWT) 수주, 2월은 Gas Carrier 4척(84,000 CBM), Tanker

Carrier 5척(750,000 DWT), 18,000dwt Ro-Ro vessels 2척을

수주, 3월은 Gas Carrier 8척(994,300 CBM), Tanker Carrier

14척(2,795,700 DWT)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림 1 참조)

2017년 3월 31일 기준 선박종류별 신조선 추정 수주현황

을 보면 옵션을 포함하여 총 45척 중 Gas Carrier 12척

(CBM), Tanker Carrier 17척(DWT), Other vessels(18,000dwt

Ro-Ro vessels) 2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추정 수주금액을 보면 1월 US$ 545.7 Million, 2월

US$ 533 Million, 3월 US$ 2,013.3 Million로 총 US$ 3,092

Million 중 Gas Carrier US$ 1,345.3 Million, Tanker Carrier

US$ 1,627.7 Million, Other vessels US$ 119 Million으로 나

타나고 있다,(표 1~3 참조)

2017년 1Q 국내 선박 추정 수주 현황을 보면 1Q 총 45척

수주로 이는 2014년 1Q 174척 대비 약 26% 수준에 불과

하고 2015년 1Q 94척 대비 50% 수준이며, 2016년 1Q 15척

대비해서는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 1Q 신조선 추정 수주금액을 보면 총 US$ 3,092

Million로 2015년 1Q US$ 8,389.2 Million 대비 약 40%수준

이며 2016년 1Q US$ 649 Million 대비 약 40%수준이며 4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선박 수주를 보면 전체적인 아직은 불황의 그늘에

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나, 2016년에 비하면 비교적 순

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3 참조)

그림1. 세계조선소2014~2015년대비2016년수주량추이(옵션포함) 
*출처: 월간금속&용접저널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표1. 국내조선소선종별수주현황(옵션포함- 2017년3월31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Ship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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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

8

12

0

0

0

0

0

0

0

0

0

2

0

2

12

5

14

31

12

11

2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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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국내조선소과거년도대비2017년1Q 선종별추정수주현황(옵션포함)

그림3.  국내조선소과거년도대비2017년1Q 선종별추정수주금액(옵션포함 / Unit: US$-Million)
*출처: 월간금속&용접저널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표2. 국내조선소선종별추정수주량(옵션포함- 2017년3월31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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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00

994,300

1,078,300

1,394,000

750,000

2,795,700

4,939,700

0

0

0

0

0

0

0

0

표3. 국내조선소선종및월별추정신조선수주금액(옵션포함 / Unit: US$-Million )

January

February

March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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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60.00

1,185.30

1,345.30

0

0

0

0

0

0

0

0

0

119.00

0

119.00

545.70

254.00

828.00

1,627.70

545.70

533.00

2,013.30

3,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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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17년한국주요조선소추정신조선수주현황(신조선옵션포함- 2017년3월31일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HMD

HMD

HMD

Daehan

HHI

HMD

HMD

HMD

HMD Vinashin

HHI

DSME

DSME

HHI

HHI

HSHI

HHIC-Subic 

HMD

HMD

Dae Sun

NO Shipyard Monthly Delivery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Pleiades Shipping

Sangji Shipping

Gs Caltex

Ship Finance International

DHT Holdings

Fukujin Kisen

CLdN Ro-Ro Shipping

Solvang

Central Mare

Enesel 

FLEX LNG

Angelicoussis Group

Knutsen OAS Shipping

DRYSHIPS

SCF Group

TMS Tanker 

Undisclosed

Solvang

Shokuyu Tanker

Total By Volume of 2017 45 ships 

Greece

Korea

USA

Norway

Bermuda

Japan

UK

Norway

Greece

Greece

Norway

Greece 

Norway

Greece

Russia

Phillipine

Greece

Norway

Japan

4

1

1

4

2

2

2

4

1

2

4

3

1

1

4

4

2

2

1

Jan

Jan

Jan

Jan

Jan

Feb

Feb

Feb

Feb

Feb

Mar

Mar

Mar

Mar

Mar

Mar

Mar

Mar

Mar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9

2018

2018

2019

2019

N/A

2017

2018

2019

2018-19

20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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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dwt Tanker Carrier

50,000dwt Tanke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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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000dwt VLCC Tanke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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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dwt  R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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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dwt Tanker Carrier

300,000dwt Tanker Carrier

173,400cbm LNG carrier(2+2option)

318,900dwt Tanker Carrier

180,000cbm LNG Carrier

78,700cbm LNG Carrier - Option Declared

114,000dwt Tanker Carrier

320,000dwt Tanke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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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0cbm Gas Carrier

3,000dwt Tanker Carrier

표 4. 2017년국내조선업체선종별추정수주현황(옵션포함- 22017년3월30일기준)

HHI

DSME

SHI

HMD

HSHI

STX O&S

Sungdong

Hanjin H.I.

DaeHan

DaeSun

Other

Ship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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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6

12 0 0

2

2

4

3

11

4

4

4

1

31

6

7

0

19

4

0

0

4

4

1

0

45

(2) 2017년1Q 국내조선업체신조선추정수주현황

국내 조선 업체별 2017년 1Q 신조선 추정 수주 현황을 보

면 현대중공업은 Gas Carrier 2척(258,700 CBM), Tanker

Carrier 4척(1,238,000 DWT)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대우조선해양은 Gas Carrier 4척(693,600 CBM), Tanker

Carrier 3척(956,700 DWT)으로 나타나고 있고, 삼성중공업

의 경우 상선 수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러시아 국영 해운사인 소브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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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Sovcomflot)社로부터 11만 4천톤급 LNG추진 유조선

4척을 약 2억 4천만불에 수주하였으며, 한진중공업 Subic

조선소는 Phillipine의 TMS Tanker사로부터 320,000dwt

Tanker Carrier 4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대

미포조선은 Gas Carrier 6척(126,000 CBM), Tanker Carrier

11척(550,000 DWT), 18,000dwt Ro-Ro선 2척을 수주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조선은 Norway의 Ship Finance International사로부터

114,000dwt Tanker Carrie 2척(2+2option)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선조선도 일본의 Shokuyu Tanker사로

부터 3,000dwt Tanker Carrier 1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표 4~5)

(3) 2017년국내조선소해양플랜트추정수주현황

2017년 1Q 해양플랜트(Offshore Rig) 추정 수주현황을 보

면 2016년 1월에는 수주소식이 전무하였으나 2017년 1월

에는 6기(3+3option), 2월 10기(2+8option) 수주로 총 16기

(5+11option)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2월에

수주소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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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1척을 약 2,700억원(약 2.3억

달러)에 수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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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년세계조선산업신조선추정수주현황

(1) 세계조선산업2017년1Q 신조선추정수주현황

“월간 금속&용접저널”에서 세계 조선소, 선주사, 리서치

기관, Shipbrokers 및 국내외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종합

한 2017년 1Q 세계 신조선 추정 수주현황을 보면 총 236

척 중 Gas Carrier 21척(1,597,800 cbm), Tanker Carrier 97척

(8,998,300 dwt), Bulker Carrier 37척(3,378,450 dwt), Container

Ships 21척(33,350 teu), Other vessels 60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Q 월별 추정 신조선 수주 현황을 보면 1월은 66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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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은 75척 중 Gas Carrier 4척(84,000 CBM), Tanker Carrier

31척(2,916,800 DWT), Bulker Carrier 9척(551,000 D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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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17년국내조선소해양플랜트(Offshore Rig) 추정수주현황
* FSRU(부유식액화천연가스저장재기화설비: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1

2

3

4

5

SHI

SHI

HHI

HHI

DSMEa

NO Shipyard Monthly DeliveryClient Country Q’TYClass of Order 

BP

Hoegh LNG

Hoegh LNG

Kolin Construction

Excelerate Energy

Total By Volume of 2017 16 Rigs 

UK

Norway

Norway

TURKEY

USA

1

4

1

2

8

Jan

Jan

Jan

Feb

Feb

2020

2019Q2

2018Q4

2019

2019-20

FPU, Floating Production Unit

170,000㎥FSRU (1+3option)

170,000㎥FSRU(options exercised)

170,000㎥FSRU(1+1option)

170,000㎥FSRU(1+7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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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Ship 25척(12,900 TEU), Other vessels(Ferry, Cruise,

car carriers, RoPax, etc.) 25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월은 95척 중 Gas Carrier 9척(1,597,800 CBM),

Tanker Carrier 25척(8,998,300 DWT), Bulker Carrier 26척

(3,378,450 DWT), Container Ship 8척(33,350 TEU), Other

vessels(Ferry, Cruise, car carriers, RoPax, etc.) 27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 표7~8 참조) 

2017년 1Q 세계 신조선 추정 수주현황을 보면 총 236척으

로 2014년 1Q 616척 대비 약 40%수준이고 2015년 1Q 298

척 대비 80%수준, 2016년 1Q 153척 대비 54%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6년에 비해 2017년 세계 조선산

업은 그나마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는 있다.. (그림5 참

조)

(2) 국가별2017년1Q 신조선추정수주현황

2017년 3월 31일 기준 국가별 추정 신조선 수주현황을 보

면 한국은 총 45척 중 Gas Carrier 12척(1,078,300 CBM),

Tanker Carrier 31척(4,939,700 DWT), Other vessels(Ro-Ro

vessels) 2척(36,000 DWT)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총 138척 중 Gas Carrier 8척(512,000 CBM), Tanker

Carrier 56척(3,523,800 DWT), Bulker Carrier 30척(3,047,450

DWT), Container Ships 21척(33,350TEU), Other vessels 23척

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총 12척 중 Gas Carrier 1척(7,500 CBM), Tanker

Carrier 6척(503,300 DWT), Bulker Carrier 5척(321,000 DWT)

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국가의 경우 총

41척 중 Tanker Carrier 4척(31,500 DWT), Bulker Carrier 2척

그림4. 세계조선소2014~2016년대비2017년추정수주현황추이
*출처: 월간금속&용접저널에서제공하는자료는세계조선사, 선주사및해외언론의보도자료를종합한통계자료입니다. 

본자료는타기관및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자료와독자의의견과는일치하지않습니다.

표7. 세계조선소2016년선종별수주비교 (옵션포함- 2017년3월31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Ship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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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4

9

21

2

9

26

37

7

6

8

21

8

25

27

60

41

31

25

97

66

75

95

236

표8. 세계조선소선종별수주량추이(옵션포함- 2017년3월31일기준)

January

February

March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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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000

84,000

1,001,800

1,597,800

2,806,800

2,916,800

3,274,700

8,998,300

21,450

551,000

2,806,000

3,378,450

12,400

12,900

8,050

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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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2017년월별한.중.일신조선추정수주금액(옵션포함-Unit: US$-Million)

January

February

March

Total 

Division S.Korea China Japan Monthly Total

545.70

533.00

2,013.30

3,092.00

1,627.00

945.00

3,186.40

5,758.40

34.00

181.50

141.00

356.50

2,206.70

1,659.50

5,340.70

9,206.90

표10. 국가별2017년선종별수주량추이(옵션포함- 2017년3월31일기준)

S.Korea

China

Japan

Other Countr

Ship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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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8,300

512,000

7,500

0

1,597,800

4,939,700

3,523,800

503,300

31,500

8,998,300

0

3,047,450

321,000

10,000

3,378,450

0

33,350

0

0

33,350

(10,000 DWT), Other vessels(Cruises, RoPax, MPP, etc) 35척

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월별 한.중.일 신조선 추정 수주금액(옵션 포함)을

보면 한국은 총 US$ 3,092 Million 중 1월 US$ 545.7

Million, 2월 US$ 533 Million, 3월 US$ 2,013.3 Million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총 US$ 5,758.4 Million 중 1월

US$ 1,627 Million, 2월 US$ 945 Million, 3월 US$ 3,186.4

Million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은 총 US$ 356.5 Million 중

1월 US$ 34 Million, 2월 US$ 181.5 Million, 3월 US$ 141

Million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9~11 참조)

표9. 국가별선박종류별수주현황(Other vessels: Ferry, Cruise, Car carriers, RoPax, MPP, etc.- Based on  Mar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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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8

1

0

21

S.Korea

China

Japan

Other Countr

Ships Total

0

30

5

2

37

0

21

0

0

21

2

23

0

35

60

31

56

6

4

97

45

138

12

41

236

그림5. 세계조선소2014-2017년1Q 대비2017년1Q 선종별수주비교(옵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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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2월말기준세계조선소별수주잔량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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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조선소별 순위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업체들의

순위상승이 있었다. 2월 클락슨 자료에서 보면 중국업체

들의 선전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표12~13 참조) 

표12. 각조선소(야드)의총수주잔량 (2017년2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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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

2

14

7

6

2

3

3

3

2

2

3

3

1

2

2

6

3

2

5

4

2

1

1

2

1

2

2

South Korea

Japan

South Korea

South Korea

Italy

China

Japan

China

China

Germany

China

South Korea

China

China

South Korea

Japan

China

Japan

China

Japan

South Korea

Japan

China

Japan

China

Japan

Japan

China

China

China

Other (246groups) 

TOTAL (276groups) 

94

173

121

78

65

119

70

58

92

18

113

90

39

94

24

78

35

25

65

51

28

64

143

60

23

31

15

19

35

44

1,486

3,452

11,942

17,236

17,673

8,773

450

10,078

9,081

13,285

7,737

182

7,688

3,644

3,369

5,666

1,369

4,928

7,158

1,178

3,117

5,799

3,775

2,109

645

3,084

3,211

4,014

975

5,398

1,830

1,154

36,002

202,590

6,353

5,646

5,339

3,871

3,290

3,023

2,602

2,406

2,398

2,293

2,077

1,952

1,853

1,760

1,429

1,353

1,295

1,272

1,200

1,192

1,189

1,099

1,078

993

940

864

831

796

778

752

19,234

81,186

Daewoo(DSME) 

Imabari Shipbuilding

Hyundai HI 

Samsung HI 

Fincantieri 

China COSCO Shipping

Japan Marine United 

Shanghai Waigaoqiao 

Yangzijiang Holdings 

Meyer Neptun 

Tsuneishi Holdings  

Hyundai Mipo

Hudong Zhonghua 

CSSC Offshore Marine

STX Offshore & SB 

Oshima S.B. Co. 

DSIC Group

Mitsubishi H.I.

China Merchants Grp

Namura Zosensho 

HHIC 

Shin Kurushima Group

Fujian Shipbuilding

Onomichi Dockyd

HNA Group

New Century SB Group

Kawasaki HI

Beihai Shipyard

Yangfan Group  

A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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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옥포)

한국(거제)

한국(울산)

중국(Shanghai)

일본(Saijo)

중국(Taizhou)

한국(삼호)

독일(Papenburg)

한국(울산)

중국 (Shanghai)

일본(Oshima)

이탈리아(Monfalcone)

중국(Dalian)

일본(Hiroshima)

일본(Nagasaki)

필리핀(Subic Bay)

프랑스(Nazaire)

중국(Zhoushan)

일본(Marugame)

일본(Imabari)

중국(Jiangdu)

중국(Jingjiang)

일본(Kure)

일본(Sakaide)

일본(Imari)

중국(Qingdao)

일본(Onomich)

필리핀(Balambam)

일본(Kumamoto)

이탈리아(Venice)

중국(Guangzhou)

중국(Nantong)

필란드(Turku)

일본(Fukuyama)

일본(Onishi)

중국(Zhoushan)

중국(Nanjing)

중국(Zhoushan)

중국(Guangzhou)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hanghai Waigaoqiao

Imabari SB Saijo

Jiangsu New YZJ 

현대삼호조선

Meyer Werft

현대미포조선

Hudong Zhonghua

Oshima S.B. Co. 

Fincantieri Monfalco

Dalian Shipbuilding

Imabari SB Hiroshima

MHI Nagasaki

HHIC-Phil. Inc. 

STX 프랑스

Jinhai Heavy Ind 

Imabari SB Marugame

Imabari Shipbuilding

CIC (Jiangsu) 

New Times S.B. 

JMU Kure Shipyard

Kawasaki HI Sakaide

Namura Shipbuilding 

Beihai Shipyard

Onomichi Dockyd

Tsuneishi Cebu

JMU Ariake Shipyard

Fincantieri Marghera

Huangpu Wenchong

Nantong Cosco KHI 

Meyer Turku

Tsuneishi Zosen

Shin Kurushima

Teuneishi Zhoushan

CSC Jinling Shipyard

Zhejiang Yangfan

CSSC Offshore Marine

NO Shipyard Shipyard
Largest Dock Output in 2016 Orders Book for Fe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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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640

672

540

420

1,000

594

504

380

360

535

350

550

378

990

550

-

510

600

211

580

588

508

450

450

530

215

450

620

334

360

500

365

330

311

450

320

500

2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31

131

115

106

89

31

104

125

76

92

80

56

96

59

100

135

-

120

80

43

136

106

80

75

70

133

43

60

85

54

96

80

80

55

47

40

60

45

36

9,723

8,712

12,340

5,140

2,505

2,574

5,922

71

3,274

2,083

2,489

22

6,057

2,247

1,672

2,995

20

2,956

1,596

748

1,236

3,425

1,378

1,410

2,373

1,826

574

1,961

1,583

21

1,031

2,128

8

2,784

709

1,598

1,505

1,196

1,473

3,061

2,972

3,796

856

417

700

1,894

372

1,904

646

662

241

1,131

451

673

625

254

555

587

259

364

647

323

453

406

290

186

413

325

219

480

452

109

670

375

385

485

427

475

40

24

44

20

7

30

43

2

66

13

39

1

14

10

8

7

1

4

20

14

9

23

8

3

21

4

5

19

9

2

24

16

1

8

10

17

20

15

20

7,130

2,729

4,700

4,384

986

2,219

5,922

27

2,417

1,008

2,409

11

3,008

1,813

400

559

20

621

1,585

557

547

2,211

858

192

1,185

860

300

1,266

1,583

16

757

1,431

8

582

330

1,074

1,207

620

1,473

2,113

1,442

1,962

712

184

620

1,894

300

1,441

505

662

133

532

311

465

251

190

159

387

190

155

526

323

152

343

141

86

332

325

169

369

361

109

146

208

288

360

247

475

87

67

70

56

32

74

42

11

71

31

78

9

33

22

19

23

7

25

24

53

29

31

17

13

31

19

44

45

18

6

57

16

5

31

33

37

32

30

26

11,065

8,224

9,350

12,925

5,947

5,608

6,419

115

2,511

2,292

4,928

44

7,058

3,371

1,144

3,362

95

3,251

3,291

2,218

2,975

4,014

2,040

920

4,237

5,398

2,462

2,628

4,982

36

1,179

3,004

50

2,771

1,338

2,288

1,564

1,005

1,602

6,163

3,604

3,394

2,343

1,889

1,733

1,631

1,590

1,534

1,401

1,353

1,249

1,242

1,216

1,190

1,070

1,068

969

937

912

904

864

849

802

797

796

766

750

741

718

708

675

674

672

665

655

637

635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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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수주잔량(CGT)으로 본 세계 조선순위(1~127위) (2017년 2월말 기준)

* Source: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중국(Zhoushan)

중국(Taizhou)

일본(Tsu)

한국(통영)

중국(Taixing)

중국(Zhoushan)

중국(Weihai)

중국(Shanghai)

중국(Guangzhou)

이탈리아(Genoa)

베트남(Nha Trang)

한국(군산)

한국(진해)

한국(해남)

한국(부산)

루마니아(Mangalia)

한국(부산)

COSCO Zhoushan

Taizhou Sanfu

JMU Tsu Shipyard

성동조선해양

Yangzi Xinfu S.B

Zhejiang Ouhua SB

AVIC Weihai Shipyard

SCS Shipbuilding

Guangzhou Longxue

Fincantieri Sestri

현대비나신

현대중공업

STX 조선해양

대한조선

대선조선

대우-망갈리아

한진중공업

NO Shipyard Shipyard
Largest Dock Output in 2016 Orders Book for Fe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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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600

500

460

-

340

389

520

490

285

380

700

385

460

191

360

302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64

66

72

86

92

127

68

78

75

135

-

42

50

106

106

42

65

115

74

72

34

60

50

881

645

2,230

4,946

1,755

772

462

2,970

1,844

13

821

2,835

5,082

2,219

487

1,331

1,190

268

233

377

1,021

363

311

168

461

288

120

311

512

1,238

417

212

316

587

5

6

5

36

9

21

6

5

3

1

12

14

23

14

12

10

9

692

252

913

4,017

1,755

679

321

553

316

5

653

2,835

1,907

2,219

142

1,331

1,190

180

92

156

953

347

311

95

229

99

74

261

512

605

417

124

316

245

24

47

11

24

12

25

26

8

11

4

19

9

15

10

18

7

5

1,696

1,067

1,252

2,613

1,896

914

818

1,076

2,885

6

1,144

1,904

956

1,229

358

877

413

610

604

600

598

556

498

490

452

428

423

406

313

298

267

200

191

119

용접.절단.주단조.열처리, 금속설비분야에확실한광고효과를원하십니까?

월간“금속&용접저널”

메탈넷코리아에서발행하는월간금속&용접저널을이용하시면충분한효과를얻으실수가있습니다.
금속산업분야에서20년간쌓여온경험과노하우축적은금속분야어느매체와도비교할수없습니다.

■광고문의: 메탈넷코리아 TEL: 02-3281-05037 FAX: 02-328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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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테크놀러지파이버레이저HFL시리즈출시

국산 CNC관련 기술 및 제조로 외길을 걸어온 ㈜한터테크놀러지에서 선보이는 파이버레이저 커팅기 HFL시리즈가 철판 임

가공 산업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터 파이버레이저는 기존 철/비철금속 가공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CO2 레이저 대비 50% 이상 저렴한 유지비용과 10만시

간에 이르는 긴수명의 레이저 발진기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특히 독일산 레이저 발진

기, 커팅헤드 등 업계 최고의 부품을 채택하여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파이프 전용 커팅기, 코일시트 커팅기 및 마킹기 등 다양한 작업에 전문화된 파이버 레이저 장비를 갖추고 있어 현장

의 작업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다. 

한터는 금년 파이버레이저 출시 1주년을 맞아 가격을 한시적으로 대폭인하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산업시장의 한터 제

품의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의: ㈜한터테크놀러지 ☎031-469-8596

최고의성능과경제성을무기로시장점유율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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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르텍, 파이버레이저절단시스템‘Thor3015S’

㈜토르텍의 파이버 레이저 절단 시스템 Thor3015S은 우수

한 기술진들의 협업과 설계 해석 tool을 이용한 최적 설계

로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 진흥원이 주관하는“2016년

굿디 인 어워드”에서 GD마크를 획득하게 되었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대한

민국 디자인대상과 함께 가장 권위 있는 국내 디자인 어

워드로,

상품의 외관과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한 후에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D(GOOD

DESIGN)마크를 부여하고 시상하는 행사이다.

굿디자인상 선정작 Thor3015S는 일반적인 산업 장비에서

느껴지는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심플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였으며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화하여 부드러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외부에서는 쉽게 작업 환경을 볼 수 있도록 보호창

을 크게 설계하였고 컷팅 헤드에 실시간으로 작업 상태

를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여 장

비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한편 후면에는 LED

바와 곡면 구조로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다스베이더를 연

상시켜 모던하고 스마트한 느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

록 설계하였다.

THOR3015SS는 표준 크기의 레이저 기종으로 최첨단 절

단 헤드 장착과 고출력 6kW 발진기를 탑재하여 박판에

서는 높은 생산성과 후판에서는 탁월한 절단 능력을 보

여 준다. 특히 타사 동급 대비 높은 성능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

어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토르텍은 6m

x 2.5m 크기의 대형 파이버 레이저 절단 시스템인

Thor6025 기종도 주력으로 생산 판매 중이다.

2016년굿디자인어워드GD마크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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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가성비의합리적인파이버레이저장비

이레이저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전반에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Laser 응용 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부

단한 혁신과 기술 투자를 통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자 노력하는 회사이다. 

그 결과 고품질의 국내산 Laser 장비, CNC 조각기를 직접 생산 판매하고, 레이저 및 자동 제어 기술을 이용한 생산 공정 개

발에 특화 되어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모든 분야에 Laser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생산 업체이다. EL-3015LKM

은 표준크기의 레이저 장비로 금속 절단 가공을 할 수 있는 장비이다. 

500W~2KW까지의 파이버 레이저를 장착한 오픈형으로 제작된 장비로서 첨단 레이저헤드와 10만 시간의 수명을 자랑하는

파이버레이저 발진기가 장착되어있으며 서브 장비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이며, 샘플제작, 연구개발 장비로 널리쓰이고

있다

■문의: 이레이저 ☎031-321-7157

이레이저EL-3015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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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텍레이저용접모니터링시스템Model-WELW-2000 출시하다. 

레이저 용접은 사용되는 산업분야가 넓어지면서 시장규

모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에 맞추어 용접 모니터링 분

야의 세계 3대 전문기업인 모니텍㈜에서는 레이저 용접

시 품질과 불량의 여부를 바로 알고 공정 관리가 가능한

레이저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 WELW-2000을 출시 하였

다. WELW-2000은 레이저 용접 중 발생하는 반사 플라즈

마 및 적외선 강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용접 품질 관

리 및 공정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으로 용접 불량 여부를 판단 하며, NG SIGNAL(부

저, 경광등, 인터록등)출력이 가능하다. 

측정 결과 데이터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며 다양한 분석

TOOL을 제공한다. 

레이저 용접부의 실시간 전수검사로 부품의 신뢰성 확보

와 용접 불량의 원인 알 수 있어 문제점 대책을 바로 세

울 수 있다.  ND_YAG, Fiber, CO2 Laser 등 다양한 레이

저 소스에 대응도 가능하다. 

주로 자동차 차체 제조 공정 중 TWB 레이저 용접의 품

질 관리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용접 공정 관리에 적용

되며 기타 전기, 전장품, 항공 부품 등 다양한 용도에 레

이저 용접 공정에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다.

레이저 용접은 첨단 기술분야의 활용되며, 실시간 레이저

모니터링 시스템 WELW-2000을 도입으로 공장 라인의

관리 및 생산성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현재 삼성SDI 외

광명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사용 되고 있다.

■문의: 모니텍㈜☎051-311-8691

- 지능형실시간레이저모니터링및품질평가시스템
- 실시간레이저용접품질및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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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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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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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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By

•Metal Network Korea Company

•TeL: +82-2-3281-5037

•Fax: +82-2-3281-0280

•http://www.metalkorea.or.kr  

•E-Mail: ijn1992@yahoo.co.kr

Metal+Metallurgy & Thermoprocess 2018
The 10th International Metallurgy, Iron, Steel and Foundry, Casting, Forging

Equipment  Industry Exhibition Korea 2018

The 10th International Heat-Treatment Technology & Refractory, Furnace
and Finishing Equipment Industry Exhibition Korea 2018

May. 23(Wed)~25(Fri), 2018
Songdo Convensia, Incheon Korea

http://www.thermoproc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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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산하기관.단체 관련업계동정
1. '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

지 지정과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4. 14.(금)까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지원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 특화단지 지정의 신청 주체를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해 절차를 간소화했

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뿌리기업이 환경규제 대응,

입지확보, 물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다수 뿌리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향후 집적이 예

정되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제출한 고도화

및 협동화 계획을 평가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특화단지로 지정한 단지는 집적 또는 집적 예정인 뿌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공

동활용시설 구축 사업비의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산업부는‘13년부터 경인 도금단지, 진주 금형산업단지

등 21개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왔으며, 이

중 14개 단지에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해 표면처리기

업의 폐수처리비용 및 에너지비용 절감, 금형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냈다.

- 반월 도금단지(폐수배관시설), 시흥 도금산업클러스터

(스팀에너지 공급시설), 광주 금형특화단지(금형설계지원

시설, 물류시설), 성서 뿌리산업특화단지(대기오염방지시

설) 등

올해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총 41억원

을 투입해 3~4개 특화단지에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특

화단지의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단지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도.상담(컨설팅)이 필요한 뿌리기업단체, 지자체는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02-2183-1626)

2. 해양수산부, 수중건설로봇국산화성공, 해양개발
의새로운가능성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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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 기술로 수중건설로봇을

최초 개발하고 시제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

며, 앞으로 우리 해저 자원 개발 등 해양신산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육지자원 고갈, 에너지원 발굴 필요 등으로 해양개

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저자원 발굴을 위한 해

양플랜트 구축, 해양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구조물 건설 등

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500~2,500m 깊이의

바닷속에서 시설 매설, 해저 지면 고르기 등 시설 설치를

위한 수중작업을 장시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수요가 급

증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수중건

설 로봇을 개발하지 못하고 관련 장비를 수입 또는 임대

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체적으로 수중건설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국해양과학기

술원(KIOST),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서울대, 한국과

학기술원(KAIST), ㈜ KT 서브마린 등 2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 사업을 통해 경작업용, 중작업용, 트랙기반

로봇 등 용도에 따른 세 가지 형태의 수중건설로봇 제작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공동 참여한 이 연구를 통해 2016

년 12월경 경작업용·중작업용 수중건설로봇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수조 테

스트 결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의 유압시스

템, 수중센서 등 주요 부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

작업용·중작업용 외 트랙기반로봇도 올해 중에 시제품

을 개발할 예정이며, 2019년까지 실해역 테스트와 실증 검

증을 진행하여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는 실제 해역

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을 본격적으로 현

장에 보급하면 해양플랜트, 해상 풍력발전소 등 해양 신

산업 부문의 구조물 시공 및 유지·관리 작업이 보다 용

이해지고, 연간 400억원의 해외 임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이번에 개발한 수

중건설로봇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양개발 분야

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

로 지속적으로 관련 장비를 개발·보완하여 국제 경쟁력

을 갖춘 제품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동정
(1) 쿠웨이트정유설비고도화사업에30억불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건설사 및 중소.중견 플랜트 기

자재업체가 참여하는 쿠웨이트 정유설비 고도화 사업에

30억불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6일(월) 밝혔다.

금번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남쪽 45㎞에 위치한 미나 알

아마디 (Mina Al Ahmadi) 및 미나 압둘라(Mina

Abdullah) 등 기존 정유공장을 고도화할 목적으로 쿠웨이

트 국영정유회사(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이하

‘KNPC’)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5개 국내 메이저 건설

사가 총 71억불의 플랜트를 건설하고, 136개 중소.중견 플

랜트 기자재업체가 KNPC 협력사로 기자재 수출에 참여

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는 사업비로 146억불이 소요되고, 프로젝트

금융만 100억불 조달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무역보험

공사를 비롯하여 전세계 5개국 7개 ECA가 62억불의

ECA 금융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전체

ECA 금융의 절반 가까운 30억불을 책임지며, 전세계 10

개 국제상업은행의 본건 프로젝트 대주단 참여를 성공적

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무역보험공사는‘14년부터 본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의향

을 밝히는 등 프로젝트 초기부터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

극 지원해왔으며, KNPC의 모회사이자 세계 5대 석유메이

저 기업인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Kuwait Petroleum

Corporation, 이하 ’KPC’)와 ’15년 금융지원 MOU를 2차례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이에 힘입어 본

건 금융 30억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쿠웨이트의 건설.플

랜트 시장의 큰 손과 손잡고 우리기업의 쿠웨이트 발주

시장 진출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KPC는 향후 20년간 3,000억불 규모의 신규 투자계획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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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바 있으며, KPC가‘15년 10월 발주한 총 140억불 규모

의 알주르 정유공장(Al-zour Refinery) 프로젝트를 국내 5

개 EPC 기업이 34억불을 수주한데 이어 30억불 규모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국내 2개 EPC 기업이 ’16년 3월

전액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절벽 타개에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저유가가 지속되면서 프로

젝트 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중동 국영석유회사들이 국

제금융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에 공사와 같

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경쟁력 있는 금융제공이 매우 중

요한 시점”이라며, “무역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전세계 메

이저 발주처와의 금융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제공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수주 경쟁

력을 강화 및 중소 기자재업체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 남동발전과손잡고우리기업수출지원나선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5일(수) 서울 삼성동 푸르지오밸리

에서 한국남동발전(사장 장재원, 이하‘남동발전’)과 "남

동발전 협력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금번 업

무협약을 통해 남동발전 협력사 · 지역소재 수출기업

등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화를 지

원할 예정이다.

금번 업무협약으로 남동발전 협력사 등 수출기업들은 무

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

험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향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하

는 무역보험 제도설명회 및 무역보험 아카데미를 통해

전반적인 수출금융제도와 수출 단계별 무역보험·보증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

유제남 본부장은“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사드배치에 따

른 주변국과의 관계 경색 등으로 수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역보험공사는 금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성장 디딤돌’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한국수출입은행, 쿠웨이트 정유플랜트사업에 10
억달러직접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5개 건설사(GS건설, SK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현대중공업)가 공동 수주한 쿠웨이

트 CFP(Clean Fuels Project) 사업에 10억달러를 직접 제공

한다고 27일 밝혔다.

쿠웨이트 정유공사(KNPC)가 운영 중인 정유설비 2기(미

나 알 아마디, 미나 압둘라)를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경질

유 제품을 생산할 이 사업은 규모가 145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사업은 쿠웨이트 정부

가 최초로 전세계 5개국 공적수출신용기관(ECA)에서 금

융을 조달한다. 수은 관계자는“이 사업은 국내 대형 건

설사 5곳이 60억달러 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하고, 150개 이

상의 국내 중소·중견 플랜트 기자재업체가 KNPC의 협

력사로 기자재수출을 맡고 있다”면서“수은이 단독으로

10억달러 전액을 직접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이번 사

업이 70~80% 진행된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쿠웨이트 발주처의 성공적 금융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다”고 말했다.

쿠웨이트 정부는‘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

간(‘15~’20) 업스트림(원유.가스생산)에 400억달러, 다운

스트림 부문(정유？석유화학)에 350억달러 등 총 750억불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특히 쿠웨이트는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

고 세계 최저수준의 원유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유전개발

및 정유설비 증설, 해외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수은은 쿠웨이트의 대규모 플랜트 발주에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말

쿠웨이트 석유공사(KPC)와 50억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은의 이런 쿠웨이트내 네트워크 확충 노력은 실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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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설기업들의 굵직한 수주로 이어졌다. 지난 2015년말

160억달러 규모의 알주르 정유공장 중 4개 패키지와 2016

년초 30억달러 규모의 LNG 수입터미널 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향후 초대형가스선(VLGC) 8척 및 알주르 파이프라

인, 미나기쉬 유전지대 물주입시설 등 쿠웨이트 신규 사

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추가 수주를 견인할 것으로 기

대된다. 수은은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시장개척단, 인프라금융부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사업발굴 및 자문, 투자 등 전방위적 지

원체계를 마련했다.

쿠웨이트와 오만 두쿰(Duqm) 정유설비 사업, 바레인

Bapco 정유설비 현대화 사업, 이란 사우스파 석유화학 플

랜트 사업 등에 대한 금융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5. 한국철강협회동정
(1) 박명재의원, “국회철강포럼, 트럼프시대대미통상환경

에적극대응!”

지난해‘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국회철강포

럼(공동대표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2

일 국회 본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에도 힘찬

활동을 다짐했다.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주요사업은, ▲G2중심 통

상대응, ▲SOC노후화 대응 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

회와, ▲산업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

한 입법공청회, ▲기후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철강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

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등이며, 이를 통해 입법과제

발굴은 물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신상

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

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신규회

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전문회원과 특별회원을 제외한 국

회의원 회원수만 33명에 달하게 되었다.

박명재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공약을 고려하면 미국에

보다 유리한 무역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취임초기부터 강

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트럼프정부 통상마찰에 대응하고 대미 수출의 파고를

넘기 위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입법

활동과 대정부건의·감시활동, 필요한 경우 의회차원의

외교활동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발족 5개월 만에 관련법안 5건 발의, 2건

통과, 세미나 및 간담회 3회 개최,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T/F팀 구성을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왕성한 활동성과로

출범 첫 해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데 이어서

올해도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적·정책적 연

구활동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회 직후에는‘트럼프시대 대미 통상환경과 철강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 고

준성 선임연구위원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회원

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들은 복잡해진 대미 통상환경에 정부차원의 대응을

주문함은 물론, ▲저가·저품질 수입자재 제한을 위한 원

산지표시 법안 통과를 촉구, ▲철강제품에 붙지 않는 관

세를 철강원료에만 매기고 있는 문제제기, ▲미국의회

‘스틸코커스’소속의원들과 우리 국회와의 상호간 교류

필요성 제기 등 진지한 논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정기총회에는 어기구 공동대표와 정인화 연구책임의

원을 비롯하여 이군현, 강석호, 안상수, 김성찬, 김정재, 백

승주, 추경호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물론,

철강업계에서 포스코 오인환 사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김

영환 부사장, 동국제강 곽진수 상무, 세아제강 이휘령 사

장, 고려제강 이태준 사장, TCC동양 조석희 사장, 한국철

강협회 송재빈 상근부회장, 한국철강협회 이병우전무, 포

스코 곽정식 전무가 참석했다.

아울러 전문회원인 연세대 민동준 교수, 포스코경영연구

원 조용두 전무, 아주대 박영구 교수, 고려대 이준호 교수,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 산업부 R&D전략산업단 장웅

성 주력산업MD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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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관협의회, 2017년도제1회이사회개최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3월 3일(금)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휴스틸 박훈 사장 등 회원사 대

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

고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강관협의회는 금년도 핵심과제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신규 시장 개척 △경쟁소재 대응 기준강화를 통한

제도개선 및 맞춤형 마케팅 활동 △국내외 네트워크 활

성화를 통한 기술교류 확대로 정하고, 강관 수요확대 활

동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관협의회는 우선 강관 신규 시장 개척 활동의 일환으

로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지역 등 현지 시장동향 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을 통한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해외 프

로젝트 참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파

이프라인 국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서 처음

으로 2017년 파이프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개선 및 맞춤형 마케팅 활동으로 강관파일은

건축 하부구조 내진설계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

안 수립 및 내진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지진강관은 보급확대를 위한 사이즈 단순화 및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KS규격 상향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에 강관 적용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기술교류를

위해 제13회 강관산업발전세미나,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

술교육, OTC* 해외전시 참관 및 교류확대, 에너지 분야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강관협의

회 이사회에는 박훈 회장(휴스틸 사장)을 비롯하여 하이

스틸 엄정근 사장, 동양철관 한흥수 사장, EEW코리아 박

찬섭 사장 등 회원사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

한국철강협회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강관협의회는 강

관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강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3월 발족하여 세아제강, 현대제철, 휴스틸 등

국내 17개 강관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3) STS클럽, 2017년도제1회이사회개최

글로벌 STS 공급과잉과 정체된 국내수요로 인한 어려움

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테인리스스틸 업계는 올해 수요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회장 김광수, 포스코

STS 마케팅실장)이 3월 7일 오전 11시 강남구 대치동 포

스코센터에서 2017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

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스

테인리스스틸클럽(STS 클럽)은‘스테인리스스틸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창출지원’에 기본 목표를 두고 신

수요 창출지원, STS시장 확대, 수요기반 확대에 사업 역

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STS 우수성 입증을 통한 신수요 창출을 위해 소방

시설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부합하는 STS강관 및 부속

품의 성능 분석 및 내진 기준 마련 연구를 통해 내진설계

용 강관 분야의 수요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어, 건자재 분야에서 STS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STS강 건축구조설계기준(KBC) 제정을 추진한다. 건축구

조설계기준(KBC)에서 STS구조강 설계기준이 없는 문제

를 해결함으로써 건축구조용 강재시장 진입기반을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도 추진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던

STS 아이디어 공모전과 STS 디자인 공모전은 올해에도

STS 수요기반확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STS제품 아

이디어·디자인공모전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STS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STS산업발전세미나,

STS건축내외장재 세미나, 물종합연찬회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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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테인리스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STS 제품의 구매 결정력이 있는 실소비자를 대상으

로 STS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직접 STS제

품을 사용해보고 소재의 우수성 및 보완점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교육활동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STS 기

술지원자료 제작, STS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 운영, 용접

기능대회 지원, 회원에 대한 기술자문 지원, 스테인리스

정보 및 통계 제공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김광수 스테인리스스틸클럽 회장

외에 LS메탈 남기원 대표, 코리녹스 정경진 대표이사, 백

조씽크 이종욱 부사장, 길산스틸 최재주 이사, 디케이씨

서성율 이사, 포스코대우 강득상 본부장, 세아제강 김상국

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철강협회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STS 클럽은 스테

인리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되어, 스

테인리스 제품의 신수요 창출 및 보급 확산 등 국내 스테

인리스스틸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 유통 및

가공회사 50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4) 철스크랩위원회, 2017년제1회이사회개최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는 3월 9일 오전 11시 한국철강협회 회의실

에서 2017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갖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철스크랩

위원회는「철스크랩 유통환경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에

기본 목표를 두고 국내 철스크랩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해외 선진 철스크랩 단체와의 교류, 고의적 불순물 신고

센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철스크랩위원회는「GPS를 활용한 철스크랩 유통시스템

도입 홍보」사업을 통해 철스크랩 납품 경로를 데이터화

함으로써 철스크랩 가격책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그동

안 철스크랩 유통·거래에 상존하였던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미 본 시스템을

도입한 제강사들의 실적을 홍보하고, 시스템 도입에 있어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가 추진 중인「철스크랩 가공산업화

를 위한 실태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국내 철스크랩

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일 철스크랩

위원회, 사무국이 참여하는 한·일간의 철스크랩 교류회

와 일본 철리싸이클링 포럼 참가 및 우수 철스크랩 업체

방문을 추진하여, 해외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국

내 철스크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는 올해에도 운영되며, 철스크랩 고의혼

적에 대한 경각심 제고, 철스크랩 거래의 신뢰성을 제고

하는 취지로 피신고 적발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본 신고센터는 작년 고의적 불

순물 혼입업체로 태하산업을 고발하여 철스크랩 업계 내

에서 자율적인 정화분위기 조성과 철스크랩 거래의 신뢰

구축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국내 철스크랩 산업의 시장안정화와 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사업으로 철스크

랩 관련 제도 대응, 현실 거래에 적합한 철스크랩 분류기

준 개정 검토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사회에는 송재빈 철스크랩위원회 회장을 비롯 현

대제철, 한국철강, 세아베스틸 등 5개 전기로업체와 동양

자원, 동화산업 등 4개 공급사가 참석했다

2005년 12월 설립된 철스크랩위원회는 국내 철스크랩의

수급 안정, 거래기준 정착 및 품질 개선, 철스크랩 산업의

가공산업화를 통한 처리기술 향상 등의 목적사업을 수요

업계와 공급업계의 상호 협력으로 처리해오고 있으며, 철

스크랩 운반 전용차 구조변경 획득, 철스크랩 운반차량

덮개 설치기준 완화, 철스크랩 등급기준 통일 및 매뉴얼

발간, 단일검수 추진, 철스크랩의 KS 인증제 도입,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설립,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5) 선재협의회, 2017년제1회이사회개최

한국철강협회 선재협의회는 3월 15일(화) 오전 11시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고려제강 이태준 사장 등

회원사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회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신임회장에는 이태준 고려제강 사

장을 선임하였고,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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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협의회는 금년도 핵심과제로 △선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저급 수입재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 △기술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로

정하고, 회원사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구조용 케이블, 고장력볼트, 용접재료 등의 선재 제

품이 국토부 품질관리 의무 품목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

정부 지속 건의하고, 주요 선재 가공제품의 KS규격 선진

화를 통해 부적합 수입재 근절 대응 방안을 수립 할 예정

이다. 또한 저급 건설용 선재 근절 및 품질 경쟁력 향상

을 위해 건설용 선재 품질 관리 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

다. 또한, 회원사 전략수립 지원을 위해 경강, CHQ 등 분

과별 기술교류회의 활성화를 통해 선재산업 발전방향 및

협력방안을 모색 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선재협의회 이사회 및 총회에는 고려제강 이태준

사장을 비롯하여 세아특수강 유을봉 사장, 현대종합특수

강 정순천 대표이사, 동일제강 김익중 사장 등 회원사 대

표 15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선재협의회

는 선재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수요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3월 발족하여 포스코, 고려제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 21개 선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6) 철스크랩유통시스템, GPS로관리한다

철강업계가 철스크랩 운반차량에 GPS를 부착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한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회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는 최근 이사회

를 열고, 위원회 차원에서 철스크랩 운반차량에 GPS를

부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철스크랩 납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

질 혼입 문제는 물론 운반비를 둘러싼 제강사와 차주간

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철강업계와 차주간에는 철스

크랩 운반비를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 운반거리

증빙자료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을 활용해 왔다. 하

지만 일부 차량과 납품업체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여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놓고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철스크랩위원회가 원료(철스크랩)에 이물질을 섞어

무게를 늘려서 납품하는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상

태다. 철스크랩 GPS 시스템은 현대제철이 2013년에 최초

로 도입하였고, 동국제강도 2016년 11월부터 현장에 적용

하여 전기로업계의 고민인 철스크랩에 이물질을 섞어서

납품하는 행위가 줄어드는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최근에

는 세아베스틸이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GPS 부착으로 기대되는 부가가치로는 첫째, 제품 빅데이

터의 활용으로, 지역별 제품등급별 수집량과 소비량에 대

한 빅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업계가 협조만 하면 철

강협회가 데이터를 분석, 공개하여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업계의 경영정책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철강업체와

철스크랩업체가 공히 물류 흐름을 관리하고, 차량배치를

효율화하는 등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이번에 세아베스틸이 철

스크랩 GPS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철스크랩 구매기준

60%가 도입하는 것으로, 다른 제강사들도 GPS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아 철스크랩 유통에 GPS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

시킨 산업의 혁신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Ⅱ. 조선.해양업체동정및이모저모
1.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1조원대선박계약성공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세계 유수

의 선주들은 여전히 굳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이 입증됐

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유럽지역 선주로부

터 173,400㎥ 규모의 LNG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2일 밝

혔다. 이번 계약에는 2척의 추가 계약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돼 있어 조만간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2척

의 옵션까지 포함하면 수주금액은 약 8천3백억원으로 늘

어나게 된다. 또한 노르웨이의 해운회사인 프론트라인

(Frontline Ltd)도 지난 해 8월 계약이 취소됐으나 대우조

선해양이 건조중인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2척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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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약의 실질적인 규모

는 약 1조원이 넘는다.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 지난 달 11일 휴스턴, 런던

등을 방문하며 영업활동을 펼친지 2주만에 또 다시 해외

출장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정사장은“현재

LNG운반선 및 LNG-FSRU(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 등 대우조선해양이 강점을 갖고 있는 가스선 시장

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며“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

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7일 미국의 엑셀러레이트

에너지(Excelerate Energy)社와 옵션포함 총 7척의 LNG-

FSRU에 대한 건조의향서를 체결했고, 다음달 그 첫호선

의 본 계약도 예정되어있다. 대우조선해양을 불안해하는

국내 여론에 비해 해외 유력 선주들은 3년이후에나 인도

받을 제품들을 발주하며 이 회사의 경쟁력과 생존 가능

성에 대해 굳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렇듯 오랜 기간 거래를 지속해온 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인도대금의 조기수

령, 자회사 및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의 철저한 이행 등

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에도 세계 굴지의 해운, 에너지회

사들을 대상으로 인도대금 조기 입금을 추진하여 총 7,000

억원 가량을 수령한 바 있다. 또한 채권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영정상화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운반선은 길이 295m, 너비 46m 규모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19년 하반기까지 선주측에 인

도될 예정이다. 특히 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친환

경·차세대 LNG운반선으로, 만디젤社의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과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재액화장치

(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등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최신 기술들이 집약돼 있다.  

2. 머스크라인-현대상선, 전략적협력공식출범

머스크 그룹 (CEO 소렌 스코우 (Soren Skou)과 현대상선

(대표이사 유창근)은 머스크라인 (Maersk Line), MSC 그

리고 현대상선 간 동서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협력 파트

너십을 공식 출범하는 협의서를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

스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2M 얼라이언스와 현대상선

간 체결되는 이번 전략적 협력은 동서 항로 서비스에 대

한 선복교환과 선복구매를 포함한다.

로버트 반 트루이젠 (Robbert van Trooijen) 머스크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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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역 대표이사는“한국의 대표 컨테이너 선사인 현대

상선과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전략적 협력은 관련 모든 기업에 윈-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머스크라인의 고객은 환태평양 서비스에 있

어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되며 현대상선의 고객들은 머스

크라인의 강력한 아시아-유럽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머스크라인은 당사 선박이 한국에 첫 기항한 1930

년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87년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고 전하며, “머스크라인은 한국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장에 기여해 왔으며, 금번 현대상선과의 전략

적 협업으로 머스크라인과 한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적 협력 기간은 3년으로 향후 연

장하는 옵션을 포함하고, 핵심 동서 서비스를 두루 제공

한다.

3. 삼성중공업, 20,150TEU급 세계 최대 컨컨테이너
선건조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건조 기록을 수립하

고, 2만TEU급 컨테이너선 시대를 열었다. 삼성중공업은

일본 MOL(Mitsui O.S.K Lines)社로부터 '15년 2월에 수주

한 20,150 TEU급 컨테이너선 4척 중 첫 번째 선박 건조가

완료됨에 따라 15일 거제조선소에서 명명식을 개최하였

다.  명명식 행사는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과 MOL社 이

케다 준이치로(Junichiro Ikeda) 사장 등 양사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선박은 이 날 'MOL

TRIUMPH'호로 명명되었다. 

MOL TRIUMPH 호는 길이 400m, 폭 58.8m, 높이 32.8m로

컨테이너 20,150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선박임.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큰 선박이자, 컨테이너선의 2만TEU 시대를 연 최초

의 선박이다.

또한, 이 선박은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프로펠러, 프

로펠러 앞뒤 물의 흐름을 제어해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러더벌브와 스테이터 등 각종 에너지 절감 장치를 장착

한 친환경 선박이다. - 컨테이너 1개의 길이는 약 6.1m로

20,150개를 한 줄로 연결하면 길이가 무려 123km로 이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의 직선 거리에 해당함. 즉,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컨테이너 전체를 이번

에 건조한 선박이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대덕선박연구센터에 보유한 세계 최대 규

모의 예인수조 등 각종 시험설비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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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선박 운항 계획에 최적화

된 선형 개발을 선도해 왔이\다.

이번에 2만TEU급 컨테이너선 건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함으로써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음. 또한, 삼성중공업은 '16년 1월말 강재 절단

식 이후 약 15개월에 걸친 건조 과정 동안 철저한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 선박을 건조

해 선주 측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이다. 

명명식을 마친 MOL TRIUMPH 호는 출항 준비 등 마무

리 작업을 거쳐 3월 27일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임. 삼성중

공업은 이 선박을 포함해 올해 총 10척의 2만TEU급 컨테

이너선을 인도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의 2만TEU 시대를 세

계 최초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나머

지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공정과 품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성동조선해양 선주사 스콜피오 탱커스 후원금 8
만불쾌척
성동조선해양(대표이사 김철년)의 선주사인 스콜피오 탱

커스(Scorpio Tankers Inc.)사가 20일 11만5천톤급 정유운반

선의 명명식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마무리와 높은 품

질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로 후원

금 8만불을 쾌척했다.

스콜피오 탱커스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통

영시와 고성군에 각각 1만불씩, 힘든 여건 속에서도 프로

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해준 성동조선해양 임직원을 위해 2만불, 그

리고 임직원들이 일에 전념하고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동마리아차코스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써달라며 4만불을 전달했다.

이날 명명식에서 스콜피오 탱커스의 선박건조를 담당하

는 소트리오스 카사라스(Sotirios C. Katsaras) 수석 감독관

은“선박을 성공적으로 건조해준 성동조선해양 임직원들

에게 감사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라는 말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함께 생활하는 지역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큰 보람을 느낀

다”며“조선산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최고 품질의 선박

건조로 선주사와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고 고객만족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스콜피

오사는 지난 2014년 18만톤급 벌크케리어 6척, 11만5천톤

급 탱커 2척 등 총 8척의 선박을 발주하며 성동조선해양

과 연을 맺었었다.

5. 한국선급, 싱가포르 수출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기관으로지정
한국선급(KR, 회장 이정기)이 싱가포르 수출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권을 획득했다.  한국선급은 최근 싱가

포르 노동청 (Ministry of Manpower)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서 제작하여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열교환기, 밸브류 등의 설계검토부터 제작까지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제3자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인증획득은 수출통관에 필수 조건이지만 각

나라별로 상이한 규격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은 그간 관

련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한국선급이 싱가포르 제 3자 검사기관 지정됨에 따

라 국내 제작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싱가포르로 수출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선급 관계자는“이번 검사기관 지정은 한국선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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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연간 1천 여건 이상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

사실적등의 경험과 기술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

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인증 획

득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선급은 현재 유럽, 인도, 일본, 싱가포르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미국 운수부로

부터도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6. 한진중공업, 세계최초LNG벙커링선건조인도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안진규)은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5

천톤급 LNG벙커링선을 인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LNG 벙커링선을 건조한 조선

사로 이름을 떨치게 됐다. 이날 인도된 선박은 한진중공

업이 지난 2014년에 수주한 5,100㎥급 LNG 벙커링선

(LNG Bunkering Vessel)이다. 

LNG 벙커링(Bunkering)이란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에

가스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LNG연료 추진선박은

보통 육상의 LNG 저장탱크나 인수기지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는데, LNG 벙커링선을 이용하면 별도의 인수기지

없이 해상에서 직접 LNG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수주 당시 특정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소형

벙커링선이나 바지선은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범용

LNG 벙커링 선박이 발주된 것은 처음이어서 조선업계에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엔지 제브뤼헤(ENGIE ZEEBRUGGE)’로 명명된 본 선

박은 프랑스의 Engie社와 벨기에 Fluxys社, 일본의 미쓰비

시(Mitsubishi Corporation)와 NYK의 합작회사인 LNG

LINK INVESTMENT AS社에 인도되었으며, 향후 벨기

에 제브뤼헤 항에서 북유럽 해역을 항해하는 LNG연료

추진선박에 LNG를 공급하게 된다.

특히, 이날 건조된 LNG벙커링선은 가장 효율적인 벙커링

선의 형태로 꼽히는 쉽투쉽(ship-to-ship) 방식의 LNG 벙

커링선으로 연근해에서 한번에 5,000입방미터에 달하는

LNG를 공급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독립형

압력식 LNG 탱크 2기를 탑재하고, 각 2기의 추진기와 보

조프로펠러, 이중연료(LNG/MGO bi-fuel) 사용으로 조종

성과 운항효율을 극대화했다. LNG 벙커링선이 해운과 조

선업계에서 주목 받는 것은 바로 LNG연료 추진선박 시

장의 성장성 때문이다. LNG연료 추진선박은 연비 면에서

기존 석유계 연료에 비해 20%에서 최대 50%까지 연료비

를 절감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업계에서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

화 추세와 전세계적인 셰일가스 개발로 LNG 공급이 안

정화되면서 LNG 연료 추진선박과 LNG 벙커링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차세대 그린쉽이자 LNG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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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벙커링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LNG 벙커링선을 건

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최초의 국적 쇄빙선인 아라

온호, DSV(잠수지원선), 케이블선 등 특수목적선 분야에

서 쌓아온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최첨단

선박 건조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7 현대삼호중공업, 친환경LNG추진선시장선도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선박 수주

에 성공하며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현대삼호

중공업은 최근 러시아 국영 해운사인 소브콤플로트

(Sovcomflot)社로부터 11만 4천톤급 LNG추진 유조선 4척

을 약 2억 4천만불에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50미터, 폭 44미터, 높이 21미

터로 수면의 얼음이나 빙산에 대비한 내빙기능(아이스클

래스1A(Ice Class 1A) 등급)을 갖추었다. 이 선박은 오는

2018년 3분기부터 차례로 인도, 글로벌 석유업체 셸(Shell)

에 용선되어 운용될 예정이다. 특히, 대형 선박으로는 세

계 최초로 LNG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해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한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

다. 이 선박은 기존 연료 대비 황산화물(SOx) 배출 90%

이상, 질소산화물(NOx) 배출 80% 이상, 이산화탄소(CO2)

배출 1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엔진에서 발생하

는 소음도 50%까지 줄일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업계 최초로 LNG추진 대형

유조선을 수주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eco-ship)에 대

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991년 국내 최초 LNG선 수주를 시작

으로 LNG분야 시장을 선도해왔다. 2014년 세계 최초로

노르웨이 회그(Hoegh)LNG社로부터 수주한 LNG-

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 건조에 성

공했으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LNG-FSRU를 1척씩 수주

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이 지난해 말 LNG벙커링선을 수

주하기도 했으며, 현대중공업도 올해 LNG선 1척을 수주

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가스박람회

‘가스텍(Gastech) 2017'에 참가해, LNG분야의 경쟁력을 알

리고 수주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러시아 소브

콤플로트社는 지난 1989년 41,000톤급 벌크선 6척을 현대

중공업그룹에 발주한 후 지금까지 총 65척을 발주하며 오

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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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대중, “본원적경쟁력강화해새로운미래열것”
현대중공업이 24일(금)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제 43

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주주

총회에서 강환구 대표이사 사장과 가삼현 사장을 사내이

사로, 최 혁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

임했다. 최 혁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

인 등 총 4개 안건이 가결됐다. 배당은 지난해 영업 부진

으로 인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해운

시장의 침체와 저유가 등으로 조선·해양사업의 일감이

십 수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다른 사업 역시 글

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거둬 주주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올해는 수익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업분할

을 통해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옛 명성 회복

하고,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이날 발표된 영업보고(별도기준)에 따르면, 현대중

공업은 지난해 매출 19조5,414억원, 영업이익 3,792억원, 당

기순이익 2,849억원을 기록했으며, 자산총액은 29조5,6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5%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경영 계획을 매출 14조9,561억원으로

발표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임시 주주총회에

서 업종 특성이 상이한 사업의 분할을 확정했으며, 오는

4월 1일 현대중공업(주),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 현대건설기계(주), 현대로보틱스(주) 4개 독립법인

으로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

Ⅲ. 건설ㆍ플랜트관련업계동정

1. 대림산업동정
(1) 이란이스파한정유공장개선공사계약체결

대림산업이 3월 12일(일) 이란 현지에서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식에는 대림

산업 강영국 본부장 및 해외통합영업실 홍성덕 실장, 발

주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계약 금액은 2조 2,334억원(VAT

미포함)으로 대림산업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란 이스파한 지역의 정유공장에 경유,

가솔린, LPG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

비를 추가하는 공사이다. 대림산업은 설계, 기자재구매,

시공과 금융조달 주선 업무를 맡는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 

(2) S-OIL SUPER PKG-1 & 2 기계적준공

대림산업은 3월초 S-OIL SUPER PKG-1 & 2 모든 공사

에 대한 M/C 인증서를 수령했다. S-OIL SUPER PKG는

S-Oil 울산 온산 공단 내에 가동중인 공장의 처리량 증대

를 위한 주요 장치의 신설 및 개조와 신규 공장(HGO)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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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많았음

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은 PKG-1 를 착공 후 23개월,

PKG-2를 착공 후 20개월만에 준공하면서 당초 계약한 공

기 내에 무재해로 기계적 준공을 완료했다. 현재는 공장

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추가 프로젝트인 RFCC

Slurry Section 공사를 진행 중이다. 

(3) 사우디Ma'aden Ammonia 현장Taking Over 인증서

접수

사우디 Ma’aden Ammonia 현장은 3월 16일(목) 사업주로

부터 Taking Over(Taking Over: 계약 상에 약속한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발주처에 공장을 인도) 인증서를 수령하

였습니다. 이로써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까지 대림산업

이 계약한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Ma'aden Ammonia 프로젝트는 사우디 라스 알 카이르

(Ras Al Khair) 지역에 일일 생산량 3,300톤 규모의 암모니

아 공장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2016년 5월 무재해로 준

공되었으며 착공부터 이번 Taking Over 인증서 수령까지

모든 단계를 지연 없이 진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 유주현회장, 제27대대한건설협회장취임
유주현(신한건설㈜ 대표) 회장이 대한건설협회 제27대 회

장에 취임했다. 유주현 회장은 작년 12.29일‘2016년 제2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7년 3월 1일

을 임기시작으로 3년간 대한건설협회 제27대 회장으로 대

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를 이끌어 나간다.

대한건설협회는 3.2일 서울 논현동에 소재한 임피리얼팰

리스 호텔에서 제27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고, 이날 유

주현 회장은“회원사를 위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을 해결

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 내는데 모든 열정과

경험을 바쳐 혼심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에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최정호 국토부 제2차

관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인사 및 건설업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유주현 회장취임을 축하했다. 

한편 유 회장은 경기 안양 출신으로 신한건설(주) 대표이

사를 맡고 있다. 협회 제17대∼21대 대의원, 제18대?19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감사, 회원이사 등을 역임하

면서 적정공사비 보장, 각종 규제 개선, 회원 서비스 개선

등과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3. 두산인프라코어, 북미 최대 건설장비전시회‘콘
엑스포2017’참가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캣과 함께 3월 7~11일 미국 라

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건설장비

전시회‘콘엑스포(ConExpo) 2017’에 참가해 건설장비 풀

라인업과 엔진 등 제품 80여 종을 선보인다. 콘엑스포는

독일 바우마(Bauma), 프랑스 인터마트(Intermat)와 함께

세계 3대 건설기계 전시회의 하나로 3년마다 열린다. 올

해는 축구장 40개보다 큰 30만㎡ 규모의 대형 전시장에

1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은 이번 전시회에서‘스트롱, 터프, 파워풀’(Strong,

Tough, Powerful)을‘두산’과‘밥캣’, ‘포터블파워’등 3개

브랜드의 전시 테마로 삼아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를 높

일 계획이다. 

두산은 총 3800㎡ 규모의 부스에서 14~50톤급 굴삭기 9기

종과 휠로더 5기종, 굴절식 덤프 트럭(ADT) 등을 선보인

다. 스키드 스티어 로더(SSL)와 컴팩트 트랙 로더(CTL)

등 밥캣 로더 21기종과 미니굴삭기 11기종, 유틸리티 장비

및 텔레핸들러, 어태치먼트 등도 전시된다. 

특히 밥캣 신제품인 M2시리즈 로더와 미니굴삭기 R시리

즈는 이번 콘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된다. R시리즈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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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와 와이파이 통신 기능이 탑재된 계기판, 궤도 장력

의 자동조절 기능, 기존 제품보다 넓고 편안한 조종석 등

이 특징이다. 최신 ICT기술을 적용한 텔레매틱스 솔루션

인‘두산커넥트(DoosanCONNECT)’도 선보인다. 두산커넥

트는 위치 추적과 원격 차량진단, 사고감지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엔진BG는 지난‘콘엑스포 2014’

보다 4배 이상 늘어난 별도의 부스(144㎡)에서 친환경 고

효율 소형엔진인 G2엔진 4대와 대형엔진 2대 등 총 9대의

제품을 전시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두산밥캣 혁신담당 중역 조엘 허니맨(Joel Honeyman)은

오는 8일, 텔레매틱스와 무인 기술 등 건설기계 작업 현

장의 미래를 주제로 기술체험관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북미 지역에서 두산과 밥캣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전

시 현장에서 즉각 정보취합 및 처리가 가능한 첨단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잠재고객 발굴과 관계 구축에 적

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4. 두산중공업, 4700억 원 규모 인도네시아 발전소
전환사업수주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인 후타마 까리야

(PT. Hutama Karya)와 컨소시엄을 이뤄 발주처인 인도네

시아 전력청(PLN)으로부터 4700억 원 규모의 무아라 타

와르 (Muara Tawar) 복합화력발전소 전환사업을 수주했

다고 3월 14일 밝혔다. 컨소시엄의 수주액 가운데 두산중

공업의 수주금액은 약 3000억 원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해 12월 인도네시아 그라티(Grati) 복합화력발전소 전환사

업을 수주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발

전소 전환사업을 수주했다.

무아라 타와르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로부

터 동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1150MW급 가스화력발전소에 배열회수보일러(HRSG) 8

기와 스팀터빈 3기를 공급해 1800MW급 복합화력 발전소

로 전환하는 공사로, 올해 말 착공해 완공까지 약 30개월

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헌탁 두산중공업 EPC BG장은

“국제입찰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터키 등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수주함으로써 발전분야 기술

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2019년까지 35GW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시장 공

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5천만 명의 자원 부국으로, 지난해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대

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5. SK건설, 총사업비 34억유로인5000MW 규모의
이란가스복합화력민자발전사업진출
SK건설이 총 사업비 34억 유로(약 4조1440억원)인

5000MW규모의 가스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권을 따내며

이란시장에 첫 진출한다. SK건설은 17일 터키 이스탄불에

서 UNIT 그룹과 이란 민자발전사업권 확보를 위해

UNIT 인터내셔널 에너지사(社)의 주식 30%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안재현 SK건설 글로벌비즈(Global Biz.)

대표, 위날 아이살 UNIT 그룹 회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

석했고,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터키를 방문 중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

하기 위해 참관했다.

UNIT 인터내셔널 에너지는 UNIT 그룹이 터키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난 1월23일에 이란 정부로부터 가스

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권을 확보하고 이란 국영전력회사

인 TPPH(Thermal Power Plants Holding Co.,)와 발전소에

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전력구매계약까지 완료했다.

특히 이번 전력구매계약은 이란의 정치적 리스크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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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완화할 수 있는 조건과 이란 정부의 보증이 포함돼 사

업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SK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이란 내 5개 지역에 5기의 가스복합화력발전

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이란에서 추진되고 있는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규모이다.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이

5000MW이고, 총 사업비는 34억 유로, 공사비는 25억 유로

(약 3조470억원)에 달한다. SK건설은 발전소 공사를 도맡

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도 30%의 지분을 갖고

UNIT 그룹(지분 70%)과 공동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SK건설은 2018년 1월 사베(Saveh), 자헤단(Zahedan) 2개

지역에 각각 1200MW, 880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

소 공사에 들어간 뒤, 순차적으로 나머지 3개 지역에서도

공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약 30개월이며 2020

년 하반기부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IT 그룹은 개발형사업 수행 경험을 높이 평가해 SK건

설을 이번 사업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SK건설

은 지난해 12월 성공적으로 개통한 터키의 유라시아해저

터널 사업을 통해 EPC 역량과 사업개발부터 프로젝트파

이낸싱, 운영까지 뛰어난 개발형사업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재 건설중인 라오스 수력발전소와 최근 터키에서 따낸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프로젝트도 모두 개발형사

업이다.

또 UNIT 그룹은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터키, 이

란을 중심으로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어서 SK건설이 유라

시아터널 외에 투판벨리 화력발전소, 보스포러스 3교 등

공사를 수행하며 터키에서 쌓은 인지도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SK건설 첫 번째 이란

사업이면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이란 민자발전사업에 진

출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강호인 장관은“SK건

설의 이란 복합화력발전사업 참여가 향후 이란과의 인프

라 협력에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정

부도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현 SK건설 대표는“SK건설이 이란에서 가장 큰 규

모의 가스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권을 확보하며 이란 시

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며“사업비가 4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SK건설의 개발형사업의 수행경험을

살려 고품질의 발전소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 포스코대우, 방글라데시에서 제2의 미얀마 가스
전찾는다
포스코대우(사장 김영상)가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 가스

전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포

스코대우는 3월 14일 방글라데시 다카 페트로방글라

(Petrobangla) 본사에서 김영상 사장, 토픽-이-엘라히 초드

리(Tawfiq-e-Elahi Chowdhury) 방글라데시 총리자문역, 아

불 만수르 파이줄라(Abul Mansur Faizullah) 페트로방글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 페트로방글라와

함께 방글라데시 남부 심해 DS-12 광구 생산물 분배계약

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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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방글라는 탐사, 생산, 운송, 판매 및 광구분양 등 에

너지 자원 분야의 전 영역을 총괄하는 방글라데시 국영

석유기업으로, 포스코대우는 작년 10월 DS-12 광구 탐사

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 및

페트로방글라와 생산물 분배계약 세부조건에 대한 조율

을 거쳐 최종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생산물분배계약은 탐사 성공 후 생산되는 원유와 가스의

일부를 계약자가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우선 수취한 이

후 잔여분을 정부와 계약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 보편적으로 사

용하는 계약형태이다.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대우는 광구운영권을 포함해 최소

8년의 탐사기간과 20~25년의 생산기간을 보장받으며, 탐

사 결과에 따라 주요 단계별 철수도 가능하다. 올해 2분

기 부터는 인공지진파 탐사로 광구 유망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탐사권을 획득한 DS-12 광구는 작년 2월 포스코

대우가 가스층 발견에 성공한 미얀마 AD-7 광구 내 딸린

(Thalin) 가스발견구조 인근에 위치해 AD-7 광구와 유사

한 지질환경이 기대되어 추가 가스전 발견 가능성이 높

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포스코대우 김영상 사장은 "이번 계약은 미얀마에서의

탐사 성공 경험과 포스코대우 만의 우수한 탐사 기술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미얀마와 유사한 지질환경의 방글라

데시 탐사 광구를 확보한 만큼, 미얀마에서의 탐사 및 개

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미얀마 가스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원개발 대표 기업인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A-1/A-3 광구 쉐 가스전에서 2013년부터 가스 생산을 개

시하여 미얀마 내수시장 및 중국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미얀마 AD-7 광구의 딸린(Thalin) 유망

구조에서는 정확한 가스 매장량 파악을 위한 평가정 시

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추 작업을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을 승

인 받았으며, 추가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정 시추도 계획

하고 있다.

7. 현대엔지니어링, 이란서3조8천여억원규모역대
최대프로젝트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프

로젝트를 수주하며‘기회의 땅’이란 재 진출에 성공했

다. 지난 2005년 현대건설이 준공한「이란 사우스파 4.5단

계 가스처리시설 공사」에 함께 참여한 후 13년만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일) 이란 수도 테헤란

(Teheran)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성상록 사장 및 김창학 부

사장, 아쉬가르 아레피(Asghar AREFI) AHDAF社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주처인 이란국영정유회

사(NIOC)의 계열사 AHDAF社와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 프로젝트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1,1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 톤박

(Tonbak) 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 사

우스파(South Pars)에 에틸렌(100만톤/年産), 모노 에틸렌

글리콜(50만톤/年産), 고밀도 폴리에틸렌(35만톤/年産), 선

형저밀도 폴리에틸렌(35만톤/年産)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

총 수주금액은 30억 9,800만유로(미화 약 32억 8,700만달

러), 한화 약 3조 8,000억원(현대엔지니어링分 약 3조 2,000

억원, 현대건설分 약 6,000억원)으로 국내 건설사가 이란

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규모다.

지난해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

주 지원활동을 펼쳤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

사는 금융제공의향서를 발급해 이번 수주를 성사시켜 민

관이 함께 협력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

장공사」프로젝트 수주로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국내

대형건설사 중 최초로 본 계약까지 성사시키면서‘최대’,

‘최초’두 가지의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이를 발판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이란 건설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 성공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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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해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펼친‘밀착 영업’의 결실

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이란은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각각 세계 1위와 4위에

달하는 자원 부국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유가 회복으로

정유, 가스, 석유화학 등 다양한 화공플랜트 공사가 발주

될 것으로 예상되는‘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일찍이 이러한 이란 건설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경제제재 하에 있던 2015년 8월부터

이란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선제적으로 현지 발주처 및

협력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특히, 경제제재 해제가 예측된 시점부터 해외영업 담당

임직원들을 수시로 파견해 수 개월간 매일같이 발주처를

방문하는 등‘밀착 영업’을 펼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5월 기

본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7개월만인 12월에 발주처로부터

LOA(Letter Of Award)를 접수했으며, 3개월 후인 올해 3

월, 본계약 체결까지 성공하면서 일사천리로 수주를 확정

지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이란 사우스파12 2

단계 확장공사」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쿠웨이

트에서도 총 3조 6,000억원 규모의「알주르 LNG 수입 터

미널」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글로벌 메이저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각축장인 중동에서

3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속속 수주해, 해외 플랜

트 시장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영업력을 인정받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

공사」프로젝트는 당사가 이란에서 처음으로 주간사로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입찰부터 최종 수주까지 전사

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전력투구했다”며, “보유한 기술력

과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이란內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인

도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추가 수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 현대중공업건설장비, 북미서영업력강화에총력
오는 4월 독립회사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건설

장비사업본부가 선진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의 영업력 강

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7일(화)부터 11일(토)

까지 미국 라스베가스(Las Vegas)에서 열리는 건설장비

전시회‘콘엑스포(CONEXPO) 2017’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고 있다고 8일(수) 밝혔다.

콘엑스포는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로, 올해 전 세계에

서 2천500여개 건설기계 관련 기업이 참가하고 약 13만명

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약 2천

90㎡(약 630평)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 굴삭기와 휠로더,

도로장비, 지게차 등 최신 건설장비 22종을 선보였다.

특히 주력 제품인 22톤급 중형 굴삭기(HX220L)와 225마

력급 대형 휠로더(HL960)를 대상으로‘가상현실(VR) 체

험 부스’를 운영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가상현실 체험 부스는 장비 운전석에서 VR 장비를 착용

하면 실제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어 제품

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전시기간 중 주요 딜러와 고객 600

여명을 전시장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갖고 신규 출시 제

품을 홍보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북미 건설장비 시장에서 17%의 매

출 신장을 기록한 가운데, 158마력급 소형 휠로더가 미국

의 건설장비 전문매체인 이큅먼트왓치(Equipment Watch)

로부터 최우수 건설장비상(Highest Retained Value Award)

을 받는 등 북미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

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공약에 따라 향후 10년간 인프

라(Infra) 분야에 약 1조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올해 건설장비 수요도 10% 가까이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올해 딜러망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는 등 미국 인프라 시장의 성장에 적극

적으로 대응해 북미 시장에서 매출을 2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는 오

는 4월 현대건설기계(주)(가칭)로 분리돼 독립 경영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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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 건설장비사업본부는 사업분리를 통해 조직을 슬림

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R&D 투자를 확대해 제품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금속관련관련업계동정
1. 동국제강동정
(1) 컬러강판누적생산1,000만톤을달성했다.

동국제강은 1967년 부산공장(옛 연합철강)에서 국내 최초

로 냉연제품을 생산했으며, 1972년부터 컬러강판 생산을

시작한 이후 45년 만인 지난 22일, 누적생산 1,000만톤이라

는 기록을 세웠다.

1,000만톤은 가전에 쓰이는 컬러강판 기준으로 230리터 냉

장고 7억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동국제강은 지

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컬러강판 분야에서 기술력, 보

유특허, 제품 포트폴리오 등 전 부문에 걸쳐 독보적인 경

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작년 말 9CCL을 증설하며 동국제

강 부산공장은 총 8개의 컬러강판 라인을 보유하게 됐으

며, 단일 컬러강판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75만톤의 생

산규모를 갖췄다.

동국제강은 9CCL을 통해 국내 최초로 스틸/알루미늄 광

폭 후물 제품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요가가 원하는

컬러강판 전 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컬러강

판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동국제강 임동규 냉연사업본부장은“끊임없는 신제품 개

발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컬러강판 1,000만톤 달성이라는

세계 유례없는 위업을 달성했다”며, “글로벌 컬러강판 시

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제강은 지난 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건축

내외장재용 프리미엄 컬러강판 브랜드 럭스틸과 가전용

컬러강판 브랜드 앱스틸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강업계 최

초로 디자인팀을 운영하는 등 컬러 시장을 선도하고 있

다. 또한 해외 지역전문가를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

적인 현지 활동을 펼치는 등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컬

러제품의 해외시장 판매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2) 한국과브라질을잇는철강벨트완성

동국제강이 2005년부터 준비한 한국-브라질간 대규모 경

제 협력 프로젝트 CSP제철소의 슬래브 5만 8,751톤이 마

침내 국내에 들어왔다. 동국제강은 22일, 당진공장에서 브

라질 CSP 슬래브 입고 기념식을 개최하며 10년 넘는 글

로벌 장기 프로젝트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이 날 당진 입고식에는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과 CSP

CEO인 에두와르도 빠렌찌(Eduardo Parente)를 포함하여

고객사 및 관계사 경영진 70여 명이 참석해 첫 슬래브 입

고를 축하했다.

동국제강은 1954년 설립 이후 63년 만에 첫 자체 고로 생

산 슬래브를 사용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동국제

강은 CSP제철소를 통해 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세계 철강

사에 유례없는 최장거리 철강벨트 구축에 도전했고, 이날

지구 반대편 19,738km의 거리를 건너 당진에 도착한 슬래

브를 통해 도전이 성공했음을 증명했다.

브라질 CSP는 브라질 북동부 쎄아라주 뻬셍 산업단지에

건설된 연산 300만톤급 제철소로서, 총 55억 달러가 투자

된 한국과 브라질 경제 협력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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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30%)이 기획하고 세계 최대 철광석 회사인 브

라질 발레(50%)와 포스코(20%)가 합작한 CSP 제철소는

브라질 북동부 지역 최대 외자유치 사업으로서 북동부지

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불확실한 상황에 도전하여

생존을 개척하는 주인공으로서‘퍼스트 펭귄’처럼 동국

제강의 브라질 CSP제철소야말로 철강산업의 퍼스트펭귄

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CSP제철소는 2012년 착공을 시작으로 약 4년에 걸친 공

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해 6월 10일 화입식에 이어 이틀

뒤인 12일에는 성공적인 첫 출선을 했다.

일반적으로 화입 이후 6개월 이상 걸리는 상업생산 시기

를 3개월 이상 단축시킨 CSP제철소는 2월말 기준으로

140만톤 생산과 124만톤 이상의 슬래브 판매를 기록하며

글로벌 고로 메이커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다.

동국제강은 이번에 입고되는 5만 8,751톤을 시작으로 5월

에 2만톤 등 순차적으로 올해 당진공장에 총 25만~30만

톤을 들여올 예정이며, 내년 2018년도에는 최대 60만톤으

로 입고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CSP슬래브는10대 선급의 인증 절차를 90% 이상 마

무리 지으며 글로벌 수요에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일반강보다는 고급강 생산 비중을 끌어올리면서 2017

년까지 후판 고급강 판매 비중을 30%로 높인다는 동국제

강의 전략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례

적으로 가동 시작 후 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동

차 강판용 슬래브 (IF steel: Interstitial Free steel)와 유정강

관용 슬래브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등 고부

가가치 고급강을 잇달아 생산해내며 그 기술력을 입증했

다. 한편 참석자들은 CSP제철소 사업의 진행 역사 및 슬

래브의 국내 입고 과정 등이 담긴 영상 시청과 관계자 감

사패 증정 등 실내 행사를 진행한 후 함께 당진공장의 후

판 생산 라인을 견학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브라질에서

온 슬래브를 쌓아 놓고 펼친 이색적인 야외 세레모니가

눈길을 끌었다.

슬래브를 옮기는 대형 차량 위에 좌우로 각각 5장씩의 슬

래브를 쌓아놓고 슬래브 단면에 브라질과 한국의 이미지

를 형상화한 그림을 그려서 행사 무대로 활용했다.

슬래브 한 개 당 무게는 약 20톤으로 총 200톤에 달하는

육중한 슬래브가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이 무대로 연출

되었다. 브라질에서 막 전달된듯한 현장감을 살리고자 이

동 차량 위 슬래브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2. SNNC, 출재구 비상폐쇄기 경량화 성공···작
업자안전확보
SNNC(사장 김홍수)가 제련공장 출재구 비상폐쇄기 경량

화에 성공해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작업자 안전을

확보했다. 설비 이상으로 출재구 머드 건(Mud Gun)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기로 노체손상 및 조업 불안

정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비상폐쇄기로 폐쇄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열간상태에서 작업자가 직접 고열, 고온의

출재구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해서 화상재해 등 안전사고

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폐쇄기가 너무 무거워서 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재개공이 쉽지 않다는 문

제점이 있었다.

제련공장 교대 D조 전기로주상반은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비상폐쇄기 경량화 개선과제를 수행, 좀 더

가벼운 재질로 최소 인원이 빠르게 작업 가능한 비상폐

쇄기를 설계해 현장에 적용했다.

최종 개발한 비상폐쇄기는 최소 인원으로 안전하게 보수

작업이 가능하며, 폐쇄시간을 기존 180초에서 20초로, 재

개공시간은 20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SNNC는 앞으로도 작업자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

이 되는 설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3. 포스코동정
(1) STS제강전기로노벽보수기자력개발성공

포항제철소가 전기로 노벽보수기 자력개발에 성공해 전

기로 노체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했다. 포항제철소는 실

제로 이 기술을 적용해 STS 3제강공장 95톤 전기로에서

노체수명 1031차지(charge·용탕출탕완료 횟수)로 조업신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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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벽체에 이상이 발생해 제때 보수를 못할 경우 전

기로 조업 특성상 노체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전기로 노체보수가 필요할 때는

출탕 후 조업을 잠시 중단하고 열간상태에서 작업자가

고열, 고온의 전기로에 접근해 직접 스프레이 작업을 수

행해 화상재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았다. 또한 내화

물 보수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보수 내화

물의 부착효율 저하, 작업 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다.

선강설비그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0년

부터 투자를 검토하였으나, 기존 탄소강 현장에 적용된

국내기업 설비는 성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검증된

해외기업 설비는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쉽사리 투

자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극한의 원가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2014년 프로젝트를 재개했다. 제강연주섹션은

정비부서와 협업해 원격 운전이 가능한 노벽보수기를 설

계, 자체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 2015년 6월 STS 2제강 전

기로 열간노벽보수에 최초로 적용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운영상의 문제점을 추가 보완해 설계한 노벽보수기

를 STS 3제강공장 전기로 열간노벽보수작업에 적용했다. 

최종 개발한 전기로 노벽보수기는 리모콘 원격조정으로

안전하게 보수작업을 할 수 있으며, 360도 회전하며 스프

레이 작업이 가능해져 사각지대 없이 전기로 노벽 어느

부분이든 보수가 가능해져 고가의 해외 설비를 능가하는

성능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STS 3제강공장은 노체수명

을 종전 평균기록 743Ch에서 38% 개선한 1031차지를 달

성해 포항제철소 신기록 달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강설비그룹은 앞으로도 작업자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

에 도움이 되는 설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안전하고 효

율적인 제철소 건설에 기여할 계획이다.

(2) 185mm 후판제품국내최초로국제품질인증획득

포스코가 컨테이너 선박의 엔진 구조물에 들어가는 185㎜

두께의 극후물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포스코는 지

난 15일, 노르웨이-독일 연합 선급협회(DNV-GL)로부터

두께 185㎜의 극후물재에 대한 품질 인증을 받았다.

컨테이너선 엔진을 지지하는 부분에 쓰이는 극후물재는

품질규격과 인증절차가 엄격해 그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다. 후판은 내부품질을

보증하고자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와 후판제품의 두께 비

율을 3대 1의 압하비(reduction rate, 壓下比)로 제한하고

있다. 압연작업을 통해 슬래브를 많이 압축할수록 내부

기공이 줄어들어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소는 최대 400㎜ 두께의 슬래브를 생산하고 있어

그간 133㎜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 단, 공인된

선급협회의 품질인증을 받으면 규제를 초과해 생산이 가

능하다. 포스코는 이번에 노르웨이-독일 연합 선급협회

(DNV-GL)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음에 따라 세계 최초로

압하비 규제를 초월한 185㎜ 두께의 극후물재를 생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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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됐다. 이처럼 특별 인증이 가능했던 데에는 포스

코만의 공정관리기술인 PosPATH(POSCO PAradox

Technology for Heavy plate)의 역할이 컸다. POSPATH는

후판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 전 공정을 표준화

한 공정관리기술로 특히, 후판제품 중 내부품질이 엄격하

게 요구되는 조선용 후물강재 및 일반구조용 극후물강재

생산에 적용된다. 포스코는 PosPATH를 통해 내부품질을

확보하고 합금설계와 생산조건 등을 최적화해 재질을 개

선함으로써 인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극후물재 개발에는 3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포스코

는 POSPATH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철강솔루션마케팅실,

품질기술부, 기술연구소, 생산부서간 협업체(TFT)를 구

성하고 상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했다. 

이번 국제인증을 통해 선박용 극후물재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제 극후물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국내 조선 고객사는 고품질의 후판을 운송시간과 비

용을 줄이고 직접 공급받을 수 있어 경쟁력 제고에도 도

움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이번 품질인증을 토대로 제

품 홍보에 들어가며 고객사의 공급 요청에 따라 생산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향후 수입 강재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월드프리미엄(WP)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3) 고망간강'오일샌드슬러리파이프'에최초적용

포스코가 신제품 고망간강을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엑손

모빌(Exxon Mobil)의 오일샌드 슬러리파이프용 소재로 최

초 공급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의 길을 열었다.

포스코는 3월 22일 엑손모빌과 공동개발한 '슬러리파이프

용 고망간강'의 양산 및 공급에 합의하고 양사간 협력을

약속했다. 소재 채택에 있어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하고 있는 엑손모빌이 고망간강을 슬러리파이프

용 소재로 최초 적용함에 따라 포스코는 향후 오일샌드

산업의 슬러리파이프용 고망간강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

하게 됐다.

포스코와 엑손모빌은 지난 5년 간 슬러리파이프용 소재

로 고망간강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슬러리파이프를

제조하고 현장설치를 하는 등 품질을 검증해왔다. 지난해

에는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 및 용접기술로 생산한

약 1.2km 길이의 슬러리파이프를 제작하여 엑손모빌의 캐

나다 컬 오일샌드 프로젝트(Kearl Oil Sand Project)에 약 1

년간 시범설치하고 실제 가동 조건에서 성능을 시험한

결과, 마모 성능이 기존 파이프 대비 우수함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용된 포스코 고망간강은 기존 소재 대비 내마

모성이 5배 이상 우수하고, 마모가 진행될수록 더 단단해

지는 특성을 지녀 슬러리파이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

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슬러리파이프에 통과되는 오일샌드슬러리는 모래·물·

오일의 혼합물 형태로, 빠른 마모를 일으켜 설비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포스코의 고

망간강 적용으로 전체적인 운영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파이프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 기간이 짧아져 오일 생

산량을 늘릴 수 있게 돼, 플랜트 가동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엑손모빌 업스트림 리서치 컴퍼니

(Upstream Research Company)의 톰 슈슬러(Tom

Schuessler) 사장은 "엑손모빌과 포스코 간의 긴밀한 팀워

크를 통해 오일샌드 유전채굴 및 생산에 활용되는 신규

고망간 철강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권오준 회장은 "앞으로 고망간강을 활용하여 슬러

리파이프 뿐만 아니라 오일샌드 산업 내 다양한 방면에

서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

자"고 제안했다.

한편 포스코의 고망간강은 망간 함유량에 따라 내마모성,

비자성(자성이 없는 성질), 고강도·고성형성, 극저온인성

(극저온에서 강재가 깨지지 않는 성질) 등 다양한 성질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철강제품으로, 향후 오일샌드

슬러리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의 이송용 강관 및 설비뿐

아니라 건설중장비, 군수용 방탄장비 등으로 적용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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