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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상생협력,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KOMEA의 시대적 사명과 존재가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호일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KME 신년호 본 칼럼은 수주, 유가, 환경 이슈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짚으며 2018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기상도는 “폭풍 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기 시작할 것...” 으로
비유하며 산업의 새로운 봄날을 예견했었습니다. 국내외 거의
모든 미디어들의 계속적인 고난의 행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KME의 예측은 보다 간절한 희망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선산업경기의 순환적인 흐름을 읽으려는 데이터 중심 분석의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 신조선 수출물량 점유율은 44.2%로,
중국 30%를 압도하는 수치와 2019년 말 기준 전세계 330개
조선사 가운데 150개가 폐쇄될 것이라는 조사·분석 결과와
문을 닫는 조선소들은 한국의 맞수 중국 업체에 집중된다는
예측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중국과의 치킨게임
(극단적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한국 조선의 세계 1위 독주시대의
도래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업체의 새로운 희망과 기회
발전소입니다.
떠오르는 상생협력 프레임과 KOMEA의 사명과 존재가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신조선 수주물량 확대
속에서 조합은 지난해 11월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선해양기자재업계를 대표하여 조선업계
-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 수출 판로개척
지원, 친환경·스마트 기술 및 실증 협력,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 협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 협력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정책 방향이 종전의 대형 조선소 중심에서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사료됩니다. 결국 상생협력이 국가정책의 본질이며 포용경제
시대에서 저희 조합은 막중한 사명감 속에서 더욱 최선의
혁신과 창의적 활동을 다짐합니다.
KOMEA.. 국내 조선해양산업계의 해외진출 전진기지화

국내 조선해양산업계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진기지
로써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4개 해외유명전시회에 39개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참여한
한국관 운영으로 상담건수 605건, 상담액 105,032천불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외지사 역량강화와 After
Market 기능 확립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KOMEA는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양자간 조선
해양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금년에 러시아에 해외지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기존의 싱가포르, 상해 지사 등과 함께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계의 해외지사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스마트 플랫폼화
조합의 역량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물량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글로벌 마케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강화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더 스마트하게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국내 조선소와 해외바이어에게 우리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및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의 제품, 기술/특허, 인증
현황 등을 소개하는 전통적 디렉토리 (온 & 오프라인) 차원을
넘어 4차산업혁명 프레임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 개념과
융합한 KOSMEDIA (Korea Marine Equipment Directory..
Intelligence & Alliance)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금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2019년, 올 한해에도 마음 속의 희망이 꿈꾸는 모든 이들과
같이 현실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두루 행복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시기를 빕니다.

2018년에도 “Ocean Value Chain" 슬로건 하에 KOME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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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2019년 조선해양산업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해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과장 윤성혁

존경하는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인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정부는 조선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지난 해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
하기 위해 마련한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은 여전히 힘든 한 해

확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으로의

였지만, 오랜 불황 끝에 수주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경쟁력 확보를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44.2%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조선사와 중소

기록하며 11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선해양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은 의미 있는 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계와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지표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2018년 9월부터는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느리지만 조금씩 시장에

조선해양기자재 종사자 여러분!

온기가 전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발주량, 국내 생산량 및 고용 등 대부분의

최근의 불황으로 인한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최근의

지표가 개선되는 등 조선경기가 본격 회복세를 이어갈

조선시황 회복으로 인한 온기가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발주량은 전년대비 10%이상

않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종사자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증가가, 국내 생산량은 17년 수주물량의 본격적인 건조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 투입으로 전년보다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자재업계에도 곧 새벽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며, 고용지표도 17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미·중 간 무역분쟁 등 통상마찰 심화 및 후판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있습니다.

업계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한다면 보다 빨리,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후에도 계속 서로의 뜻을 모아

지난 해 정부는 4월에는 중대형조선사의 미래경쟁력

나간다면, ‘세계 제일 조선강국’ 이라는 우리의 자부심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원가혁신, 기술혁신, 시스템혁신’

오랫동안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이라는 3대혁신을 통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멀리가려는 여러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해소에 초점을 맞춘
조선업 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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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조선산업 실적 및
2019년 전망
2018 Korean Shipbuilding Status & 2019 Outlook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이사 유병세


2018년 세계조선산업 현황

2018년 전세계 발주량 (Clarkson기준)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8,598천CGT를 기록하여
2016년 바닥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LNG선 발주가 전년 대비 368.0%
폭등하는 등 LNG선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16년 발주량 급감* 영향으로 인해
건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30,216
천CGT, 수주잔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한 79,519천CGT를 기록하였다.
* 전세계 선박발주량 추이(백만 CGT) : (’13)62
→(’14)45→(’15)42→(’16)13→(’17)28→(’18)29
신조선가 지수 (Clarkson기준)는 ‘08.8월
(191.43포인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17.5월
(121.28포인트) 최저점을 기록한 후, ’18.12월
기준 129.91포인트로 다소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업황 개선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발주 지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세 둔화, 후판가 상승 등
부정적인 요소로 인한 어려움도 공존하였다.
국제유가 (WTI 기준)는 ‘16.2월 최저점 (26.21
달러) 이후 ’18.10월 배럴당 76달러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해양플랜트 발주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원유 수요감소 전망과 미국의
원유 공급 증가를 이유로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다 ‘18.12월말 배럴당 45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2018년 세계 건조량은 전년대비 10.4% 감소한
30,216천CGT로, 2015년(37,109천CGT) 이후

세계 조선시장 변화 추이
구분
세계 발주량
(천CGT)
수주국
수주량
(점유율 %)

한국
2,225
(16.7)

‘16년

‘17년

‘18년

13,363

28,130

28,598

중국
4,564
(34.2)

일본
2,315
(17.3)

한국
중국
7,571 11,760
(26.9) (41.8)

일본
2,995
(10.6)

한국
12,631
(44.2)

중국 일본
9,151 3,598
(32.0) (12.6)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19.1)

세계 신조선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구분
수 주 량 (천CGT)
척수
증가율
건 조 량 (천CGT)
척수
증가율
수주잔량 (천CGT)
척수
증가율

2016년

2017년

2018년

13,363
(687)
-68.5%
35,102
(1,684)
-5.4%
93,537
(4,106)
-22.1%

28,130
(1,155)
110.5%
33,737
(1,528)
-3.9%
82,108
(3,433)
-12.2%

28,598
(1,017)
1.7%
30,216
(1,267)
-10.4%
79,519
(3,136)
-3.2%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19.1)
주 : 증가율은 CGT 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주잔량은 연월말 기준

국내 조선사 수주량 추이
2017년
척
천CGT
1/4 분기
25
874
2/4 분기
68
2,230
3/4 분기
59
2,408
4/4 분기
50
1,965
합계
202
7,477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19.1)
구분

2018년
척
76
65
72
47
260

천CGT
3726
2,566
3,712
2,561
12,565

4년 연속 감소하였다. 건조량 순위는 중국 (10,899천CGT), 한국 (7,697천
CGT), 일본 (7,526천CGT) 순으로, 이 중 일본의 건조량만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다.
세계 수주잔량은 수주량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건조량으로 인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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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월대비 3.2% 감소한 79,519천CGT를 기록
하였다. 선종별 점유율은 벌커, 탱커, 컨테이너선,
LNG선 순이었으며, 대다수 선종의 수주잔량이
감소세인 가운데 벌커와 크루즈선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국내조선산업 현황

1. 수주실적
2018년 국내 수주량은 전년대비 68.1% 증가한
12,565천CGT를 기록하였다. 특히 LNG선
발주가 급증하면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량이 5,720천CGT를
기록하여 ’17년(887천CGT)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내 조선사 선종별 수주량
구분
벌커
컨테이너선
탱커
LNG선
LPG선
Drillship
FPSO
FSRU
기타
합계

척

2017년
천CGT

비중 (%)

척

2018년
천CGT

비중 (%)

20
28
108
12
6
1
1
26
202

882
1,519
3,370
887
170
123
64
462
7,477

11.8
20.3
45.1
11.9
2.3
1.6
0.9
6.2
100.0

6
68
94
67
12
13
260

170
3,047
2,986
5,720
309
333
12,565

1.4
24.2
23.8
45.5
2.5
2.7
100.0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19.1)
주 : 벌커 Ore 포함, 탱커 Chem & Oil, Products 포함, FPSO LNG-FPSO 포함, LNG선 LNG/Regas 포함

국내 조선사 건조량 추이

2. 건조 및 수출실적
2018년 국내 건조실적은 전년대비 27.2%
감소한 7,697천CGT를 기록하였다. 이는 ‘16년
전세계적 시황 침체에 의한 것으로, 엔저정책 및
자국발주 물량 확대로 한·중 대비 수주 낙차를
줄였던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선종별 건조량은 탱커 비중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LNG선이 28.8%,
컨테이너선이 18.1% 순 이었다.

2017년

구분

척
93
74
80
34
281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합계

2018년
천CGT
3,350
2,657
3,104
1,458
10,570

척
69
37
42
35
183

천CGT
3,051
1,405
1,691
1,550
7,697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19.1)

국내 조선사 선종별 건조량
2018년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8%
감소한 212.7억불을 기록하여, 국가 총 수출액의
3.5%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수출 품목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수주 회복세로 인한
수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 조선산업은 기자재 국산화율(약 90%) 및
외화 가득률이 높으며, 국가 무역수지 흑자
기여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18년 무역수지
187억불 흑자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평판
디스플레이/센서에 이어 5등을 차지하였다.
3. 수주잔량
수주잔량은 2018년 수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말
대비 약 27.6% 증가한 20,884천CGT를 기록
하였다. 선종별 비율은 (CGT기준) LNG선
40.5% (8,464천CGT), 탱커 26.1% (5,458천
CGT), 컨테이너선 22.0% (4,600천CGT) 순
으로, LNG선 발주증가에 힘입어 LNG선 비율이
전년 대비 53.7% (CGT기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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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벌커
컨테이너선
탱커
LNG선
LPG선
Drillship
FPSO
FSRU
기타
합계

척

2017년
천GT

비중 (%)

척

2018년
천GT

비중 (%)

8
41
141
22
32
3
1
33
281

645
5,873
10,273
2,603
1,099
198
195
1,736
22,622

2.9
26.0
45.4
11.5
4.9
0.9
0.9
0.0
7.7
100.0

2
18
97
36
14
2
14
183

321
2,632
6,180
4,191
421
334
455
14,533

2.2
18.1
42.5
28.8
2.9
0.0
2.3
0.0
3.1
100.0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19.1)
주1 : 벌커 Ore 포함, 탱커 Chem & Oil, Products 포함, FPSO LNG-FPSO 포함, LNG선 LNG/Regas 포함
주2 : 선종별 건조량 자료는 CGT 자료가 없어 GT로 대체

연도별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불)
구분
수출액
점유비(%)

2014

2015

2016

2017

2018

39,888

40,121

34,268

42,369

21,271

7.0

7.6

6.9

7.4

3.5

국가 총 수출액

572,665

526,757

495,426

573,694

605,169

자료 : 무역협회,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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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선산업 전망 및 향후 발전과제

IMF는 지난 10월 발표한 WEO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19~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0.1~0.2%p 하향조정
하였다. 미·중 무역분쟁과 선진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신흥국 자본 유출 가능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교역 성장률 또한 둔화 추세
이며, 이란의 원유공급 감소 가능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던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 약세 발언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18년말
기준 배럴당 45.41달러(WTI 기준)로 급락
하였다, 미국 경기 침체, 이탈리아 재정위기,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경제 악영향 등 부정적
요소도 상존하고 있다.
대외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조선산업은 LNG 수요 증가로 인한 LNG선
발주 확대, 신조선가의 원만한 개선세, ‘18년
연기되었던 해양플랜트 수주 가능성 등으로
업황개선의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상선은 LNG 수요 급성장 및 LNG선 용선료
상승으로 인해 LNG선의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이월된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플랜트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신규발주에 대한 기대는 희박하나, 지난해 연기
되었던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이 지난해 해양플랜트 수주전에서 원가
경쟁력에 밀려 싱가포르에 전패한 만큼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가수주
압박에 대응할 만한 리포지셔닝 (repositioning)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조선산업의 키워드는 단연코
‘기술혁신’이다. 新기술 선점여부가 향후
산업선도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에너지 시장은
LNG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선박연료
또한 이미 LNG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0년 IMO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LNG 연료 추진선 등 친환경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
첨단 ICT 기술 융합을 통해 스마트십, 스마트
야드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시장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와

주요 품목별 수출액 현황
2017년
금액 (억불)
증감률

코드

품목명

746
831
133
741
83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국내 총 수출액

422
979
350
417
274
5,737

2018년
금액 (억불)
증감률

23.1
57.4
32.4
3.8
9.0
15.7

213
1,267
466
409
249
6,052

△49.6
29.4
32.9
△1.9
△9.8
5.5

자료 : 무역협회,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준

조선산업 무역수지 흑자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3

2014

2015

37,168
39,888
40,107
3,638
3,970
4,398
33,530
35,918
35,709
자료 : 무역협회,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준

2016

2017

2018

34,268
3,262
31,006

42,182
2,466
39,716

21,271
2,636
18,635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추이
2017년
척
천CGT
3월말
404
17,428
6월말
398
17,214
9월말
369
16,360
12월말
375
16,367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19.1)

2018년

구분

척
393
416
432
451

천CGT
17,255
18,586
19,408
20,884

국내 조선사 선종별 수주잔량
구분

척

2017년
천CGT

비중 (%)

척

2018년
천CGT

비중 (%)
벌커
21
868
5.3
24
965
4.6
컨테이너선
38
2,279
13.9
94
4,600
22.0
탱커
173
5,027
30.7
172
5,458
26.1
LNG선
65
5,508
33.7
100
8,464
40.5
LPG선
18
416
2.5
18
479
2.3
Drillship
13
565
3.5
12
523
2.5
FPSO
4
259
1.6
2
181
0.9
FSRU
1
57
0.3
1
64
0.3
기타
45
1,388
8.5
28
150
0.7
합계
375
16,367
100.0
451
20,884
100.0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19.1)
주 : 벌커 Ore 포함, 탱커 Chem & Oil, Products 포함, FPSO LNG-FPSO 포함, LNG선 LNG/Regas 포함

함께 급변하는 산업환경 및 新기술 개발·적용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 및
산업·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재양성방안 또한 요구된다.
국내 조선업이 산업 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는 친환경 기술 고도화로 기술우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스마트십 및 스마트 야드 등 미래동력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은 산업 및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미스매칭 해소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및 선도적인 R&D
기술 투자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이다.
Korea Marine Equipment I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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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선해양 및 전후방산업 경기 기상도
시황은 완만하나마 개선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벌크선

2015~2017년 신규 선복발주가 제한적인 수준으로 2019년도 선복량 증가율이 3% 미만에
시황은 완만하나마 개선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2019년 BDI는 전년대비 평균 약 10%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성장률 둔화, 미중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교역량증가율
둔화로 해운시장의 수요는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될 전망이나 중국의 철강산업
재편에 따라 해외 고품질 철광석 수입은 증가할 여지가 있어 전체 벌크선 해운수요 증가율은
약 3~4%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

석유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시황개선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탱커

유조선은 2017년 많은 물량이 발주되어 이 중 일부가 2019년에 인도될 예정이므로 1년간 약
3~4%의 선복량 증가 예상. 제품운반선의 수주잔량은 유조선보다 심각성이 덜하나 2019년
3% 내외의 선복량 증가 예상되며, OPEC 회원국들간 협력이 약화되고 목표보다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미국의 파이프라인 증설 등을 통하여 수출능력이 확대되고 정치적 목적하에
국제유가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수출에 나선다면 4% 이상의 유조선 해운수요 증가
가능성이 현실화 될 때 탱커시황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선복량 증가율 3% 이내 소폭이 될 전망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은 최근까지 초대형선의 인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유럽 노선 등 원양노선
시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밀려난 중형 선박들이 근해노선 등으로 이동하며
점차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임. 2016년 이후 신규 발주량이 예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수준이고 2015년까지 대량 발주된 물량은 거의 인도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2019년도 선복량
증가율은 3% 이내 소폭이 될 전망. 각 동맹간 경쟁전략, Cascading 효과에 의한 혼란 등이
여전히 변수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의 급격한 위축만 없다면 2019년 컨테이너선의 시황 개선은
완만한 수준이나마 가능할 것으로 전망.

LNG선 해운시황의 강세기조는 유지될 전망

LNG선

시장에서는 과거 발주된 선박들이 지속적으로 인도되고 있어 금년 중에 선복량 증가율도
두자리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중국 정부의 장기정책에 의한 LNG 수요로 인하여 중국은
현물시장에서 갑자기 많은 겨울수요 물량을 구매하기 보다는 장기계약을 일정 정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19년 시황은 LNG선 발주량이 소폭 감소할 수 있으나
환경규제에 따른 폐선증가와 이에 대한 일부 대체 수요, 고유가에 따른 고효율선 수요 증가
예상. (관련기사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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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자금 상황은 신조선 시황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음
향후 수년간 신조선 수요는 LNG선 등 일부 선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실질적인 해운수요
보다는 환경규제강화에 의한 폐선과 규제 대응수요가 될 전망. 선주들은 환경규제 대응에

선박금융

평형수처리장치 개조, 스크러버 장착 혹은 고가의 저유황유 사용 등 화주에게 전부를
전가시키기 어려운 비용부담 뿐 아니라, 노후선 폐선에 대한 신조선 대체수요까지 막대한
투자자금 부담이 있음. 그러나 오랜 불황으로 인하여 선주들의 재무적 여력은 약화된 상태로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세계 선박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은 향후 신조선 수요에
있어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유가 등 불확실성의 상존 속에서 "우려반, 기대반" 분석

해양플랜트

유가가 배럴당 60불 이하인 상황에서는 2019년 E&P 투자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됨. 또한 해양작업지원선 시장처럼 공급과잉 현상이 여전히 심한 사업부문에서는 해양
프로젝트가 진행에 착수해도 1~2년은 지나야 공급체인에 유동성이 돌기 때문에, 2020년
정도나 되어서야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됨.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조선 업체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은 해양플랜트와 구조조정에 달렸다”면서도 “드릴십
업황 개선이 지연됐고 저유가 기조로 해양생산설비 수주 기대감이 크지 않아진 상황”이라며
쉽지 않은 2019년을 예상. 반면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해양플랜트
수주는 2018년보다 2019년에 다소 확대돼 한국의 5조~6조원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국내 조선 - 철강업계 후판 공급가 놓고 대치 속에서 중국산 수입 점차 늘어날 전망

철강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후판 공급가격 협상 장기화 조짐 속에서 중국산 후판의 수입이 늘어날
조짐. 현재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상반기 후판 공급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임. 서로 간 입장차가 극명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 조선업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후판 수입도 2017년을 기점으로 반등. 그동안
후판 수입이 줄어든 것은 국산 후판을 많이 사용했다기보다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큼.
2018년도에는 중국의 내수경제 활성화로 철강 수출량이 급감했지만, 최근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가격이 크게 인하됨. 지난 10월 이후 톤당 80~100달러 정도 인하된 후판 가격은 국산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벌어지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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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선업체 2009년 396개사에서 지난해 110개사로 줄어

새로운 한국 조선산업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다
신조선 발주 증가세로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인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극심한 경영부진으로 글로벌 조선해양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 세계 가동중 조선사 수 추이
951

NH투자증권 최진명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12월 반짝 수주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수주 둔화가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2016년 수주절벽
이후 다수 조선업체가 출구전략을 펼친 결과 수주 규모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국 조선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쟁우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모습"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업체는 2009년 396개사에서
지난해 12월 110개사로 줄었고, 같은 기간 일본은 70개사에서 51개사로
감소했다.
올해 폐쇄되는 조선사는 한국 조선업의 맞수 중국에 집중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세계 수주물량 점유율이 32%로 한국 (44.2%)에 크게
밀려 세계 조선업 2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처럼 줄어든 수주물량을 소화할
조선소 수는 110개로 전 세계 조선소의 무려 3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저(低)품질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올해

조선 및 기자재 업체 수주현황

428

330
180

2009

2017

2018

2019

통계자료 : 클락슨리서치

수주를 대폭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시운전 2년 만에 폐선
결정이 난 후동중화조선의 LNG운반선
글래드스톤호다.
북유럽해상 보험협회에 따르면 2007~2015
년 건조된 4426척 선박에 대한 보험금 청구
비율에서도 중국 조선소 비율이 89%로
압도적이었다.

조선 및 기자재 업체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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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larkson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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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박 신조선가 상승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수주량 증대 기대.
금년에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주량 증대도 기대된다. 그 이유로는 중고선 및 신조선 선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선행하여 움직이는 중고선가 Index가 2016년말 바닥을 보인 후 지난해 말까지
33.3% 상승하였고, 신조선가Index는 2017년 저점대비 7.2% 상승하였다.
특히 대형선박 업황 회복에 따른 선가 상승에 힘입어 한국 조선업이 벌크선 중심의 중국, 일본을 따돌리고
경쟁우위를 공고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LNG선의 신조선가는 오르지 않아 '저가 수주' 우려가 나왔으나 최근 선가 상승이 확인됨에 따라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그룹이 1월 18일 수주를 발표한 15만8천t급(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2척의 계약
가격은 척당 6천500만 달러로 클락슨에서 제시된 가격 6천100만 달러보다 높았다.
하나금융투자 박무현 애널리스트는 "수에즈막스 탱커 수요의 증가와 노후선 비중 상승 등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수에즈막스 탱커 수주선가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Clarksons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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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arksons, DB금융투자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들어 6척을 수주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신조선가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무현 애널리스트는 "VLCC 선가는 최근 1년간 11.4% 상승했으며
올해도 15% 수준의 선가 상승이 예상된다"라며 "선가가 오를수록
선주들의 발주 속도는 빨라지게 되며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체들은 반복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동일한 설계도를
제시하며 수주계약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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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밝은 LNG선 건조시장, 한국조선 독식 기대

전세계 LNG선박 발주 전망
(단위 : 척)

LNG선 훈풍은 2024년까지 조선시장에 불어와 국내
조선사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형조선사들의 일감가뭄 해소에 크게 기여한 선종은 LNG
선이었다. 조선 빅3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LNG선을
싹쓸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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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슨기준으로는 2018년에 소형 LNG선 9척을 포함해
총 76척의 LNG선이 발주되었다. 다만, 옵션분 등 일부
수치를 회사측 자료와 비교할 경우 전체 글로벌 발주량은
70척 전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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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arksons, DB금융투자 (2015. 9. 기준)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삼호중공업이 12척의 LNG선을
2018년에 신규수주하면서 LNG선 건조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였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중대형 LNG선 63척 중 현대중공업이
23척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18척을 쓸어
담으며 수주고를 쌓아올렸다. 2015~2016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1~5척의 LNG선을 골고루 수주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성과다.
향후 LNG선 발주전망이 밝은 건 국내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NG선 발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노후선 해체 급증에 있다.
클락슨은 2019~2024년 LNG선 발주 척수가 최대 467
척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전년 대비 9척 증가한
58척, 내년엔 68척이 조선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2024년
한 해엔 100척에 달하는 발주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일본 등 경쟁 조선사들의 납기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데다 LNG화물창 등 시공기술력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기술경쟁력이 높은 국내 조선사들의 대규모
수주가 기대된다.
여기에 화물창과 LNG펌프 등의 기자재 국산화를
이뤄내고 설계시수·생산시수를 줄여 원가를 절감한다면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선소의 수주잔고 내 LNG건조 물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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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

스마트선박 - - - 미래선박 시장 주도권의 지렛대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스마트 선박' 개발에
국가적 지원과 함께 국내 업체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스마트 선박 개발이 늦어질 경우 한국
조선사들이 하청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월 16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스마트 선박 개발 현황과
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선박은 정보통신기술 (ICT)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일컫는다.
그동안 조선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소들이 선박 건조에 있어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선박의
상용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 대해 해외경제연구소는 "기술 개발에서
유럽에 비해 늦은 진행을 보이고 있어 이를 타개할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선박 개발이 늦어질 경우 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한 거대 기자재 기업의 하청 업체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업체 기술개발 선도해…"법률·제도 등도 동시에 연구"
연구소는 유럽에서 전자기자재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늦춰질 경우 국내
조선소들은 최고의 건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장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예로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3년간 380만 유로를
투입해 'MUNIN (maritime unmanned navigation
through intelligence in networks)'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2개의 연구기관과 3
개 대학, 8개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10개의 과제를
공동연구 했다. 이외에도 유럽은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
펀드 등의 지원으로 스마트 선박 개발을 위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선박용
전자기자재
업체인
노르웨이의 콩스버그
(Kongsberg)에 주목했다.
콩스버그는 스마트 선박
개발에서
독자적인

스마트선박 개발 현황과 과제
Ⅰ.
Ⅱ.
Ⅲ.
Ⅵ.
Ⅴ.

서론
스마트선박의 개요
각국의 스마트선박 개발 현황
국내 스마트선박 개발 현황과 과제
결론 스마트선박 개발 현황과 과제 및 시사점

작성
선임연구원 양종서 (02-3779-6679)
flydon@koreaxim.go.kr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스마트 선박 개발에서
가장 앞서있는 기업 중 하나인 롤스 로이스 커머셜 마린
(Rolls-Royce Commercial Marine)을 인수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콩스버그는 향후 스마트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신조선 시장의 주도권을 지닌 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세계 1위의 한국 조선업계가 작은 규모의
기자재 업체에 불과한 콩스버그에 종속적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연구소는
유럽 경우 스마트 선박 개발에 있어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 안전규정 등 모든 관련 부문에서 연구가 동시에
수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기술 개발 이외의 제반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조선 3사 별도 개발 진행…"폭 넓은 협력 필요"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경우에도 회사별로 스마트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체 간 협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세계 1위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대학 등과 함께 스마트 선박
개발에 착수해 첫 선박을 건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친환경, 안전운항, 연료 효율성에 중점을 둔 스마트 선박 2.0
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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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경우도 자체적인 스마트 선박 솔루션인
'인텔리맨십'을 개발해 2018년 이후 계약된 모든 선박에
장착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의 스마트 선박 기술은 원격
모니터링 단계를 완료해 상업화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 원격 제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Connected Smart Ship 개념도

대우조선해양 역시 독자적인 스마트 선박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은 지난해 네이버
인텔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 선박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영국의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스마트 선박 사이버 보안 기술의 기본 승인 단계 인증을
받기도 했다.
연구소는 3사 중심으로 스마트 선박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며 국내 업계와 기관들 사이에
폭넓은 협력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적선사들의 연구와
프로젝트 참여가 없고, 법률과 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특히 연구소는 "유럽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모든 경쟁국들이 국가의 주도나 지원 하에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소는 "국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영세 기자재업계, 중형 조선업계 등은 대응책이 없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자료 : Rolls-Royce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양종서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스마트 선박 공동 개발을 위해 지난 2016년 3사가 모여
논의했지만 서로 각자의 플랫폼을 쓰자고 주장하다가 결렬이
됐다"라며 "지난해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산업
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중심으로 스마트 선박 건조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양 연구원은 지난해 4월과 11월 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스마트 선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원한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경쟁국별 스마트선박 개발 현황 비교
비교 항목

국가
유럽
중국

- 정부지원 하에 플랫폼 및 선박시스템을 개발 중
- 원격모니터링 수준 시험 단계로 추정

일본

- 국가표준 플랫폼을 완성하고 실선 적용운전을 마침
- 2025년까지 자동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목표로 개발 진행 중

한국

- 조선 3사 각각의 독자적 플랫폼 및 선박 시스템 개발
- 원격모니터링의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수준으로 추정

유럽

- 무인자동화 기능까지를 목표로 한 소형 내항 선박 발주 완료

중국

- 원격모니터링 단계 수준의 시험선 운항 중

일본

- 원격모니터링 단계 수준의 시험선 운항 완료 추정

한국

- 개발용 시험선 제작실적은 없으며 조선사가 원격모니터링 수준의 시스템을 직접 판매 선박에 장착하여
데이터 확보 중인 것으로 추정

유럽

- EU의 지원과 범유럽의 기관간 협력 활발

중국

- 정부 주도하에 국내 기관 및 해외기관까지 협력 강화

일본

- 일본 내 범국가적 협력

한국

- 조선 3사의 개별적 외부 기관과의 협력 노력. 범국가적 협력은 없음

유럽

- 매우 활발함

중국

- 정부 주도의 연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

일본

- 정부 내의 논의와 계획이 있을 것으로 추정

한국

-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개발 현황

실선 제작

범국가적 협력

법령, 제도 등
관련 연구

내용
- 선박보다는 플랫폼과 기자재, 법령 및 제도 등을 위주로 개발 중
- 현재는 원격제어 단계를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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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LNG 벙커링 국제적인 현안 문제로 대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은 IMO 2020년 SOx 규제조치를 앞두고 해운업계는 현재 LNG 벙커링 서비스와 기반구조의
구축 등이 국제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곳곳의 지역별 움직임을 정리함과 더불어 LNG 연로
배송선의 대규모 실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계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KMI의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의 내용을 전재한다. (Ed.)

유럽

올해 현재까지 유럽 지역은 LNG 벙커링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보여
왔음. 유럽이 이미 주로 연안 운행을 위해 LNG를
사용하는 선두 주자임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추정에 따르면 유럽의 LNG 벙커링 시장은 2024
년까지 1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현재 약 120척의
LNG 동력 선박이 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유럽과 특히
노르웨이에서 운항하고 있음.
유럽의 LNG 벙커링은 현재 선박 대 선박 및 트럭 대 선박과 같은 다양한 모드에서 개발되고 있음.
최초의 선박-해상 LNG 벙커링 스테이션은 PitPoint 공식 허가서를 발급한 후 독일 Cologne
항만에서 개발될 예정. PitPoint Clean Fuels와 Primagaz Nederland BV의 합작회사인 PitPoint.
LNG사는 LNG 벙커링 스테이션이 2019년 2분기까지는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아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한국, 일본의 정부와 기업들은 올해 LNG 벙커링에 대한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밝혔음. 최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턴키 서비스 업체 두 곳과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회사가 동남아시아에서 소형 LNG 벙커링 개발을 위한 5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음.
SSB Cryogen Services와 Global Petro Storage 싱가포르는 부적절한 분배 인프라와 낮은
가스관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원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으로 LNG의 운송, 분배 및 저장을
촉진할 계획.
소형 LNG 멤브레인 선박, 위성 허브 및 ISO 탱크를 통한 소규모 공급 솔루션은 에너지 공급원의
수요가 적절하게 서비스되지 않는 장소에 적합하도록 개발예정임.
규모면에서는 정부가 2025년까지 중소 조선업체로부터 9백만달러대 LNG선 140척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도 아시아의 선구자일 것임. 환경 친화적인
선박과 LNG 벙커링의 생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부실 조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한국
정부도 LNG추진 선박의 건설과 함께 LNG 벙커링 인프라 개발을 위해 2천 8백억원을 투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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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휴스턴에 본사를 둔 이글 LNG 파트너는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중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초안을 회사에 승인함에 따라 소규모 LNG 벙커링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 이글 LNG는 초안 작성으로 잭슨빌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있고 벙커링을 공급하기 위해 소형 LNG를 사용하고 카리브해 시장에 소형 LNG 화물을 공급하는
데 성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음.
지난해 7월 말, 이글 LNG는 잭슨빌 항구에 위치한 해양 연료 창고를 지원하기 위해 맥스빌 LNG
시설을 개장하였으며, 이 해상 연료 저장소는 국내외 해상 무역 루트 양쪽에 LNG 벙커링을 제공.

중동

LNG 벙커링과 관련된 두 개의 양해각서가 UAE와 오만에서 별도로 서명되었음. UAE와
동남아시아는 지난 주 체결된 합의에 따라 UAE의 아드노크 물류 서비스 및 일본의 인펙스 사가
LNG 벙커링 탐사에 참여한 대상 지역임. 오만의 항구인 소하르도 5월 토탈과 오마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의 LNG 벙커링 서비스 개발 의지의 혜택을 받게 됨.
이 계획은 쉘과 함께 대 배리크 지역에 위치한 몇 가지 천연 가스 발견을 개발하는 것으로 토탈은
가스자원을 활용해 소하르 항에 새로 건설될 소규모 액화공장을 갖춘 오만을 지역 LNG 벙커 허브로
개발할 계획임.

환경규제... 한국해운산업의 부활과 조선·기자재산업의 기회요인
환경규제는 한국 해운산업의 부활과
조선·기자재 산업의 기회요인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선 및 기자재
업계에도 호재다.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 디자인 및 엔진, 기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스크러버
분야의 경우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적 선사의 국내
발주로 연결되면 관련 산업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해외 선사 스크러버 설치 관련 동향
구분

내용

MSC

신조 23K 11척 스크러버 설치 예정
기존선 컨선 19K 11척, 14K 18척 스크러버 설치 위한 개조 협의중
기존선 57척 스크러버 설치 위한 개조 계약체결
파나시아와 60척 스크러브 설치 MOU 진행 중

EVERGREEN

신조 컨선 12K 20척 스크러버 설치예정
기존선 컨선 8K 30척 삼성중공업과 스크러버 설치 협의진행 중

MAERSK
MC Shipping

공식적으로 스크러버 설치 예정없음 표명
기존선 40척 스크러버 설치 위한 개조 추진 중

정부도 선사들의 친환경 장비 설치
장려를 위해 국내 선박개조 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3만톤 이상
대형선박 수리가 가능한 조선소를 현재 1개에서 2020년까지 3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5년 기준
1.3%에 불과한 대형선박 수리 자급률은 10%까지 높아진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선박평형수 등 더욱 까다로와 지고 있는 환경규제가 더욱 까다로와 지고 있는 것은
해운업계 입장에선 사실 상당한 부담"이라면서도 "경쟁선사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며 주춤하는 사이 달라진
규제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한국 해운산업 부활은 물론 조선, 기자재 등 연관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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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본 등 LNG 보냉재 공급업체 … LNG 호조세에 수익 개선 박차

잇단 LNG선 수주, 관련 조선 기자재업계 경기 상승곡선
국내 조선사들의 액화천연가스 (LNG) 선박 수주에 힘입어 관련 기자재 업체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LNG선박 발주량 증대가 예상되면서 기자재업체도 수익 개선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조선 빅3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발주된 대형 LNG운반선 중 47척을 수주해
글로벌 발주량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어 현대중공업 (4척), 삼성중공업 (6척), 대우조선 (6척)이 잇따라
LNG선 추가 수주에 성공하면서 점유율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IMO 규제가 다가오며 친환경 선박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발주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은 향후 5년간 LNG
운반선이 200척 가까이 발주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도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LNG운반선에 보냉재를 공급하는 한국카본은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국카본과 보냉재 시장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동성화인텍도 지난해 3분기 적자폭이 전년동기 대비
60억 이상 줄었다. 하반기 이후 수주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4분기에는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기업분석 전문기관 에프엔가이드는 한국카본의 올해 영업익을 전년 대비 490% 늘어난 147억원,
동성화인텍은 760% 늘어난 12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카본 관계자는 "LNG선 발주가 증가해 보냉재 수요가 증대하고 LNG선 선가도 올라 보냉재 단가도
상승한 것이 실적개선에 도움이 됐다"며 "향후 LNG선 시장 전망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전망됨에 따라
조선 기자재 업체도 어려웠던 시기를 넘어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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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나 세계 제일 조선 해양!
대표이사 신년사
한영석·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안팎으로 불안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수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2019년에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조선 해양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데 모든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경영목표로 수주 117억달러, 매출 8조5,815억원을 제시했다. 제한적인 선박 발주로 선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혁신적인 원가 절감을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였다. 2020년에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장의 큰 성장에 친환경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시장 선점을 가져가고, LNG선 최강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LNG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연도별 연결수주 목표 및 실적

연도별 연결매출 목표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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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35

30

30

25

25

20

20

15

15

10

10
5

5

0

0

'12

'13

'14

'15

'16

'17

'18

'19

'12

'13

'14

'15

'16

'17

'18

'19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부분 상세 수주 및 수주 잔량 내역
신규 수주 (12월 누계, 단위 : 척수)
기타 2

LNG선 1
LPG선 3

LPG선 10

LPG선 2
벌크선 4

기타 1

컨테이너선 17

Total
55
LNG선 17

탱커 12

컨테이너선 26

Total
71

P/C선 40

Total
37

컨테이너선 7

탱커 14

LNG선 12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수주 잔량 (12월 말, 단위 : 척수)
기타 13

LNG선 1
차량운반선 2
LPG선 3
벌크선 4

탱커 29

벌크선 11

LPG선 14

Total
113

기타 10

탱커 32

Total
128
컨테이너선 26
컨테이너선 25

LNG선 21

현대중공업
자료 :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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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선 4
벌크선 11
P/C선 82

Total
72

컨테이너선 11
LNG선 14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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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고삐를 죄어야
대표이사 신년사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신년사에서 임직원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후판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 등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올해는 대우조선에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행 타파를 통한 관리 혁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생산 혁신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등 혁신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신규수주 & 수주잔량
'18년 수주목표 $73억 중 $68.1억 달성(93%)

구분
LNGC (+FSRU)

2018 (12월말기준)
신규 수주
수주 잔량
척수
합계
척수
합계
18
40

LPGC
상선

Containership

7

Tanker

16

41척
$57.3억
84.10%

13
27

(수주잔량)

80 척
$127.3억
55.30%

특수선
18%

Others
Drilling
Units
해양

Semi-rig
Drillship

6
7척
$61.6억
26.80%

Jack-up
FPSO

Production
Facilities

(Oil / Gas)
Fixed
Platform

해양
27%

$230.0억
106척/기

상선
55%

1

상선 & 해양 합계

41

특수선 및 기타

8

Total

49

$57.3억
84.1%
$10.8억
15.9%
$68.1억

87
19
106

$188.9억
82.1%
$41.1억
17.9%
$230.0억

재무구조 개선현황
(부채비율)

(영업이익)
(연결기준)

(연결기준, 십억원)

733

2,185%

283%
2016
자료 : 대우조선해양

2017

2016

2017

2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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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로운 도약, 중공업 부활의 원년
대표이사 신년사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어느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원가경쟁력 확보와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 하였다. 계획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특히 올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BP
Mad dogⅡFPU, ENI Coral FLNG 등 해양 프로젝트에 대해 그 간 대형 해양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은 Lessons
Learned를 십분 활용해 약속한 납기와 목표 원가를 기필코 준수하자고 강조했다. 공사 수행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해양엔지니어링 역량을 다져나가며, 기자재 국산화도 주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

삼성중공업 연간 수주 목표액과 달성금액
(억)

수주목표

200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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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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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삼성중공업 IR Presentation

해양 생산설비 건조현황
- Egina FPSO 출항 완료로 해양 프로젝트 Risk 소멸
- Egina FPSO :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18.8월 출항 완료
- BP Maddog FPU : Lessons Learned 반영으로 EPC 공사 Risk 해소

해양 진행공사 현황
프로젝트

종류

계약가

Sverdrup

P/F

6.2

Petronas

F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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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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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ide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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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Top Side : PC

F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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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 9월

EPC

계
* 진행율 : 2018년 9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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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산업 및 LNG 탱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기대

우리 기술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 국제 기술표준 등재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선박 LNG 탱크용 신소재
‘극저온용 고망간강’이 세계적인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 해사기구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LNG
탱크용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적용에 관한 국제 기술표준」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국제해사기구의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규정에 따르면,
극저온 LNG 탱크의 소재로는 니켈합금강, 스테인리스강, 9%
니켈강, 알루미늄합금의 4종류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이 LNG 탱크의
소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기술표준 등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조선대학교, 한국선급 등 학계·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국제 기술표준 등재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열린 ‘IMO 제5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
위원회’에서는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시험자료를 국제해사
기구에 제출하여 극 저온용 고망간강의 안전성과 소재 적합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 이번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LNG 탱크용 소재로써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 기술표준을 최종
승인받아 등재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해사
기구의 각 회원국에서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LNG 탱크용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LNG 탱크용 소재로는 주로 니켈합금강이 사용되고
있으나, 니켈은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될뿐만 아니라 의료, 식기,
군수용 등 필수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어 공급이 불안정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고망간강 LNG 저장탱크

우리나라 (포스코)가 개발한 LNG 탱크용 극저온용
고망간강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망간을 첨가한 강판이다.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니켈합금강 등 기존 소재와 비교하여
인성 및 인장강도와 같은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기존 소재 중 가장 저렴한 ‘9%니켈강’ 보다도 약 30%
가격이 저렴하여 기존 소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포스코는 2021년경 극저온용 고망간강 제품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국제표준
등재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 및 LNG탱크 제조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침체된 국내 조선 및
해양기자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극저온용 (-40℃이하 적용) 고망간강이란?>
2013년 포스코 (POSCO)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선박 LNG 탱크 및 파이프용 신소재로, 기존 소재와 비교하여 인성 및 인장 강도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성이 높음
• 인성 : 파괴에 대한 저항도로, 인성이 높을수록 잘 깨지거나 갈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
• 인장강도 :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력으로, 인장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물체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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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엔진 지능형 솔루션 HiEMS 개발완료
현대중공업이 지능형 엔진관리 솔루션을 개발 완료해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는 최근 중형 선박 이중연료엔진용
지능형 엔진관리 솔루션인 'HiEMS (Hyundai
Intelligence Engine Monitoring System)'의 개발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HiEMS는 사물인터넷 (IoT)을 활용해 선박 엔진의
주요가동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상신호 원인 및
해결방법 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선박 엔진의 온도와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해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엔진 수명을
늘릴 수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엔진 수명 관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압축해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 시스템
탑재했다. 운전 특성 감시를 통한 경제 운전 기능 등으로
최적의 경제운항도 가능해진다.
HiEMS는 현대중공업이 10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이중연료엔진 전용 '4스트로크 힘센엔진'에 적용된다.
이중연료엔진이란 가스와 디젤연료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엔진을 뜻한다. HiEMS가 처음 적용되는
선박은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중인 17만4,000㎥급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HiEMS의 개발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선박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실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2월 LNG 이중연료
추진선을 국내 최초로 인도하며 이중연료엔진과 LNG
연료공급시스템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LNG 이중연료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는 현재까지 그룹사를
포함해 이중연료엔진용 HiEMS 32기를 수주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이중연료선박용 HiEMS에 이어 내년까지
디젤엔진용 HiEMS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실화될 경우
관련 시스템으로 2021년까지 누적 매출 5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MERI, 미국선급협회 (ABS)와 MOU 체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KOMERI)과 미국
선급협회 (ABS)는 12월 6일 KOMERI 부산연구본부에서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및
LNG Bunkering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
개발 관련 원활한 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협력 등이다.
현재 많은 LNG 관련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이
선박에서의 실증시험 실적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LNG를 이용한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은 더욱
수행하기 어렵다.

이번 MOU는 양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조선·
해양기자재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개발 산업 전반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KOMERI에서 구축중인 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설비를
이용해 앞으로 LNG 관련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의 실적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협의내용으로는 △기반구축설비에 대한 AIP 인증
△재액화기(Re-liquefaction) 장비 설계 AIP 인증
△LNG 조선기자재 장비 시험절차 개발 △기반구축설비

또한, ABS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LNG 조선해양기자재 업체와의 관련 업무도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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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로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파나시아

한국,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미국 형식승인 최다 획득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현지시간) ㈜
파나시아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미국의 형식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형식승인을 가장 많이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8일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발효되면서, 2024년 9월 7일까지 모든 선박에
대해 단계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미국은 그 이전인 2014년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의무화를 시행해 왔으며,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은 미국의 형식승인을 받은 설비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개 업체의 17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IMO
의 승인을 획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규모는 협약발효 후 7년간 (2017∼2024) 약
47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는
총 14개로, 이 중 4개가 우리나라 설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테크로스 (‘18. 6. 5.), 삼성중공업(주) (‘18. 6. 15.),
현대중공업(주) (‘18. 10. 26.), ㈜파나시아 (‘18. 12. 14.)가
차례대로 미국의 형식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전 세계 최다 미국 형식승인을 획득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내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세계 엑스포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국(USCG) 선박평형수관리 규제 현황
■ 배경
○

미국은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와 관계없이 평형수처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국 규정 시행 중

■ 근거 규정(2012.6.21 제정)
○

평형수관리에 대한 요건 : CFR 33 Part 151, Sub Part C&D

○

평형수처리설비 승인에 대한 요건 : CFR 46 Part 162, Sub Part 162. 060

•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30(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 46(Shipping)
■ 탑재 시기
구분
신조선
현존선

평형수 용량
모든 선박
1500 m³ 미만
1500 - 5000 m³
5000 m³ 초과

용골거치일
2013.12.1 이후
2013.12.1 이전

적용시기
인도시
2016.1.1이후 첫 번째 상가
2014.1.1이후 첫 번째 상가
2016.1.1이후 첫 번째 상가

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각 회원국 주관청의
형식승인을 득한 장비는 USCG로부터 평형수
대체관리장치(AMS, Alternative Management System)
로 인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행시기로부터 5년간
USCG 형식승인 유예

■ 평형수 배출기준
미생물 크기
적용기준
IMO 기준 및
USCG 1단계
USCG 2단계

50µm초과

10µm초과
50µm이하

10개체미만
/m³
1개체미만
/100톤

10개체미만
/ml
1개체미만
/100ml

병원균 및 지표생물
10µm이하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

1개체미만
/100 ml

1,000 개체미만
/100ml

상동

대장균

장구균

250개체미만
/100 ml
126개체미만
/100 ml

100개체미만
/100 ml
33개체미만
/100 ml

• 미국은 2단계 기준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19년 재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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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부산항만공사와 수소기반 에너지 자립항만 구축 MOU 체결
한국선급이 1월 18일 부산항만공사와 '수소기반 에너지
자립형 부산항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급과
부산항만 공사는 부산항의 유해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형
항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한국선급은 부산항을 수소에너지
자립항만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만안내
선박을 국내 최초 올 배터리 (All-Battery) 전기추진
선박으로 건조하는 데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선급 이정기 회장은 “한국선급은 다년간
배터리시스템, 수소 연료전지 등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다”며, “부산항이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나는데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한국선급과 부산항만공사가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항만을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선급은 지난 2015년 그린쉽 기자재 시험·
인증센터를 설립해 연료전지를 비롯해 친환경 선박의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와 다양한 기반기술 및
응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 국제방폭시험소 자격 획득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長壽命)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가 국제방폭시험소 (IECEx TL)
자격 인증을 획득했다.
울산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의
세계적인 시험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IECEx의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후 지난해 12월 27일 32개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최근에 국제방폭시험소 자격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기존에
수행하던 유럽지역(ATEX 시험), 북미지역(UL시험)과
더불어 IECEx 시험도 전 세계적인 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IECEx는 방폭기기에 대한 국제상호인증제도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가스탱크 주변 등 방폭구역에 설치되는 기자재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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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로 인한 폭발 방지 대책이 적용된 제품이거나
방폭인증을 획득해야만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해 IECEx
자격 인증이 필수적이다.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는 초대형기기
시험과 주위온도 –70℃ 등 극한의 환경조건에 대한
시험검증도 가능한 시험시설을 구축해 인증획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해외 주요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시험만으로도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추진중인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난해 4월 센터
개소와 더불어 기업지원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장비구축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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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가스엔텍과 LNG사업 추진 MOU 체결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4일 본사 통영 조선소에서
LNG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가스엔텍과 LNG
(액화 천연가스)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양사는 ‘LNG운반선 및 LNG연료 추진선박
사업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LNG연료 추진선, FSRU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와 LNG벙커링터미널,
LNG플랜트의 신조·개조분야 기술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이밖에 LNG운반선 신조 및 개조사업의 공동
영업·설계·구매·건조, LNG연료탱크 및 LNG 연료
시스템 설계, 기술개발 필요인력 지원 등에 협력한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5월 영국 로이드선급
으로부터 1만1000TEU (1TEU는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박의 LNG연료추진 기술에 대한
실용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대형상선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NG 운반선, 부유식 LNG 저장설비의 사업영역
확장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화정 성동조선해양 관리인은 "국내조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동조선해양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밸브 강자 '에이스브이' 법정관리
산업용 밸브 중견업체 에이스브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요 고객층이 몰린 조선업계의 불황이 지속한
여파로 동반 부실에 빠진 결과다.
지난해 12월 1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회생을 신청한 에이스브이에 지난 14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법원이 회생을 시작하기에 앞서
회사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법원은 경남
김해에 있는 회사 본사를 찾아 현장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에이스브이는 2000년 설립한 산업용 밸브 제조 업체다.
밸브는 배관을 흐르는 연료나 물 등 유체를 조절하는 데
쓰이는 개폐장치다. 수도꼭지가 대표적인 밸브다.
회사는 원판이 회전하면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
버터플라이밸브`를 주력으로 한다. 주로 선박이나 공장,
플랜트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지난해 기준 최대
주주는 구윤회 대표이사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63.7%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STX해양 등
5개 대형조선사를 비롯한 중소형 조선사가 주요
고객이다.
해외 66여개국으로 수출되는 밸브 제품 덕에 매출의
80% 가량이 수출에서 발생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당시 매출은 1,187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 536억원에 영업이익 231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부채가 자산을 76억원 초과해 자본이
잠식됐다. 당시 감사를 맡은 동원회계법인은 “조선산업
경기악화 등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11일 회생을
신청했다. 올해 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262억원을
상환하는 과정 등에서 탈이 난 것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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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금융 보증 등 7천억원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만기 연장

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대상 신시장 창출
정부는 종전의 대형 조선사 및 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시행에서 탈피하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추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지난해 11월 22일 발표에
이어서 계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의 주요골자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
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공공부터 LNG
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
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 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
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 (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지자체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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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3대 활력제고 방안
중소형
친환경선박
시장창출

금융, 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중소조선사
/기자재 중장기
경쟁력 제고

•(법·제도) 배출규제해역 (ECA) 지정 등 제도기반 구축
•(보급) 친환경 선박 및 설비 보급 확대 지원
•(R&D) LNG·수소·전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선 도입
•(인프라) LNG벙커링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
•(금융)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금융지원 신설·확대
- 조선사-기자재 상생의 제작금융 프로그램 신설
-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프로그램 신설
- 중소조선사 RG 보증 규모 확대
•(고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연장 추진
- 지역 중심의 유휴조선소 공동 활용
•(기술)
•(설계)
•(건조)
•(영업)

자율운항 선박 개발
중소조선소 설계 역량 강화
스마트 조선소 도입 확대 (스마트 K-야드)
해외 거점 구축 등을 통한 수주확대 지원

▼
•(중소조선사) 1조원 규모 중소 친환경선박 新시장 창출
•(기자재사) 매출 (9→12조원) 및 수출 (13→20억불) 확대
•(일자리) ‘20년말까지 고용 12만명 회복 (18년 대비 1.4만명↑)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
(기존 보증 제외)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 (1,000
억원 → 2,000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 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
보증에 대해 20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Government Policies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지난해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 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 체제 촉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부산 등 주요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 (ECA)으로 지정 →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 (황함유량 0.1%) 적용
(’21.1월, 해수부)
- 이를 위해, 선박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대기질 특별법」 제정 추진
(‘19년내, 해수부)
- 일반해역도 외항선 (’20년부터) 뿐만 아니라 내항선 (’21년부터)도 국제기준 (황함유량 0.5%)을 만족하도록 「
해양 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19년내, 해수부)

금융 등 단기 애로 해소
○ (금융) 7천억원 금융지원 및 1조원 만기연장을 통한 현장 활력 회복
○ 산업위기대응지역 대출·보증 만기 2019년말까지 연장 (총 1조원 규모)
○ 조선사-기자재사 상생을 통한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
○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 중형조선사 전용 RG 보증 프로그램
- 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RG발급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 보증 지원 확대
(1천억원 → 2천억원)

기자재·중소선박 해외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 (지원거점 확대) 그리스, 러시아 등에 중소선박·기자재 수출지원 센터 신규 구축을 통해 지원 거점 확대
(산업부)
- (현재) 상해, 싱가포르 2곳 → (‘19년) 아테네, 샹페테르부르크 추가 총 4곳
- 인도, 베트남 등 수요가 있으나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은 KOTRA 47개 글로벌 파트너링 거점 무역관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발굴
• 글로벌 파트너링 (GP) : 해외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기자재·부품기업 매칭 지원
※ 북미 7 (뉴욕, 벤쿠버 등), 유럽 11 (런던, 파리 등), 중국 9, 일본 4, 베트남 2 등
○ (마케팅 지원) 기자재업계 수출 확대 및 경로 다양화를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19년 26.8억원, 산업부)
- (벤더 등록) 신흥 수출국 (중동, 동남아) 중심으로 해외 발주처 벤더 등록 컨설팅 지원하고,
바이어와 기술미팅 지원
- (수출 상담회)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주요 시장별 현지 및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1:1 수출 상담회 개최
(총 13회)
• 해외거점 수출상담회 : 중국 (5월), 싱가포르 (7월), 러시아 (10월), 그리스 (10월)
• 대형 전시회 계기 수출상담회 : 노르웨이 Shipping (6월), 휴스턴 가스텍 (9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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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활력제고 정책 추진 일정표
세부 추진과제

시기

주관
(협업)
기관

1. 친환경 체제 전환 촉진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
 친환경 체제 촉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세부 추진과제

시기

주관
(협업)
기관

• 중소조선사 RG 보증 지원

‘19~

산업부

• 기업 지향적 방산 금융제도 개선

‘18~

방사청

• 항만대기질 특별법 제정

‘19

해수부

 조선업 본격회복까지 핵심인력 유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19

해수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추진

’18

고용부

• ECA 시행

‘21.1

해수부

• 퇴직자 재취업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

’18

산업부

• 고용장려금 등 신규채용 지원

’19

고용부

• 조선업 취업 순회설명회 개최

‘19.상

산업부

• 미래 유망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18~

산업부

’18~

산업부

‘18~

산업부

’19

산업부,
해수부

 친환경 선박 및 설비 보급 확대

 조선업 채용 확대에 대비한 필요인력 공급

• LNG연료추진 적합선종 지정

‘18

산업부

• LNG연료추진 시범사업 추진

‘19

해수부

• 적합선종 관공선 LNG연료추진 발주 의무화

‘20~

해수부 등

• 민영선 노후선박 대체 LNG연료선 건조 지원

‘20~

해수부

‘19

해수부

• 지자체-기업-정부 공동 유휴조선소 활용 추진
• 친환경 설비 설치 이차보전 등 지원

 지역 중심 협의회 구성ㆍ운영

 친환경 기술개발ㆍ실증 지원
• LNG연료선 관련 기술개발 완료

‘19

산업부

• 노후선 친환경 전환사업의 사업대상 선정시
실증 대상 기자재 탑재 우대

‘19

해수부

• 수소ㆍ전기 등 신연료 선박 기술개발 추진

‘19~

산업부

• 관공선 중심 기자재 실증선 확보

‘19~

산업부

• 재생에너지 등 대체산업 육성
3. 중소조선사ㆍ기자재 미래 경쟁력 강화
 중형 자율운항선박 개발

 친환경 인프라 구축
• LNG벙커링 공급능력 확보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육상전력공급장치 구축 시범사업 및 확대

• 자율운항선박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소조선사 설계경쟁력 강화 지원

‘19~

산업부,
해수부

• 신선종 표준설계 지원

’19~‘23

산업부

‘19

산업부

• 설계지원 사업단 구성

’18~

산업부

‘18~

해수부

• 설계전문 연구소기업 설립 검토

‘18~

산업부

‘18~’22

산업부

’18~

산업부

• 고속 레저 및 특수선 설계실험센터 구축

2. 금융, 고용 등 단기애로 해소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 추진

 금융 애로해소

• 스마트 K-야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19년 말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 조선사-기자재사 상생 제작금융 지원

’18~

중기부,
금융위

• 수출지원 신규 거점 구축

’19

산업부

• 친환경 유망사업분야 진출 보증 지원

’18~

산업부

• 벤더등록, 수출상담회 개최 등 마케팅 지원

‘19

산업부

• 산업위기대응지역 대출ㆍ보증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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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사업 첫 결실

국내 최초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 설계 AIP 획득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21일 LNG (액화천연가스) 연료
공급을 위한 500㎥급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 설계가
한국선급으로부터 기본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LNG 벙커링 바지(Barge) 시스템 : 바지선 형태 (동력장치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해 이동되는 형태)로 선박에 LNG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장비

** 바지 제원 : LNG READY선 (LNG추진선박은 아니지만
LNG추진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은
선박), 길이 48.5m, 폭 12.5m, 높이 4.5m
기본승인은 선박 기본설계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해당 선박과 기술에 대해 공식 인증을 받는
절차이다. 이번 기본승인을 통해 500㎥급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설계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건조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 황산화물 함유기준
규제 강화*와 중국 연안 전 지역의 황산화물 배출기준
강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500㎥급 LNG 벙커링 바지선 예상 모형도)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사업 개요
●

(사업내용) 국내 선박에 최적화된 벙커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자재 산업 기반 및 벙커링 타입별 운영 체계 조성

●

(기간/예산) 2018∼2022 / 456억 원 (국비 270, 지자체 100,
민간 86)

●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기간, 예산, 사업기관)
① 연안선박 맞춤형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 : Barge-To-Ship LNG
벙커링 최적 운영항 선정 및 Barge-To-Ship 설계·실증 (’18~’22,
91억, KRISO 등)
②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체계 구축 : 핵심
기자재 10종 국산화 개발 지원 및 LNG 벙커링 시험평가 체계 구축

*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기존 3.5%
에서 0.5%로 강화
** 기존 선박 연료 (벙커C유) 대비 미세먼지를 90%, 황산화물
(SOx)을 100% 저감
*** 전 세계 LNG추진선박 현황 :
(’14) 68 → (’15) 101 → (’16) 186 → (’17) 228 → (’18) 270척
해양수산부는 LNG추진선박 도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18년부터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기본승인을 받은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안선박 맞춤형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설계되었다. 본 사업은 국내 연안 LNG
벙커링 수요 증가에 맞추어 해상 LNG 벙커링 설비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

(’18~’22, 300억, KOMERI 등)
③ LNG 벙커링 운영기술 개발 : LNG 벙커링 방식별 시스템 설계 및
위해도 분석, 운영기술 절차서 개발 (’19~’22, 65억, 미정)

트랜스가스솔루션, 포스코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LNG 벙커링 바지 시스템은 2021년 상반기까지 건조되어
실증 및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22년부터 국내
연안에서 운항하는 LNG 추진선박에 LNG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LNG추진선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용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LNG 벙커링 산업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며, “우리나라가 LNG
벙커링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LNG
벙커링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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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과
초고속 해상통신망, 스마트 항만을 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사물인터넷 (IoT)과 인공지능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박과 항만 등에 접목시켜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 시간을 현재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등 해상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1월 8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는 자동화·지능화된 항만과 선박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 등을
연계한 최적화된 해상 물류 체계다.
이미 유럽 선진국과 인근 국가인 중국, 일본도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물류의 스마트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 등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항만과 선박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
물류주체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물류정보 생태계를
구축해 해상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할 방침이다.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과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의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 (R&D)도 추진된다.
정부는 개별적인 사업추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물류 관련 민간 협의체와 전문가, 정부 실무자를 포괄
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협의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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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민·관 협력과 정부 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전환대책
마련과 신규 일자리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인재개발부터 창업 (스타트업) 육성, 투자 지원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 (스타트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용화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항에서 항만 자동화
설비의 연계 실증을 추진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항만
지능화 및 주체 간 연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울산항에서는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 육성과 물류정보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2만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을 현재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원 이상의 편익
(5만톤급 3선석 터미널 기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및 전체 해양사고
50% 감축을 달성하고, 해상물류 정보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창업기업 300개 육성 등의 세부 목표를
달성해 우리나라 해상물류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마트 해상물류 선도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Government Policies

해수부, 수중건설로봇 기술 민간에 보급 추진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상용화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월 17일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인
‘수중건설 로봇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보고회와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의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국책 연구기관들이 국산 기술로 개발한 수중
건설로봇 3종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이 향후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 되면, 해외장비 수입 대체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해외장비 임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 국내기술로 개발된 수중건설로봇

또한, 2030년에 세계 무인수중로봇시장 점유율 5%를 달성
할 경우에는 해외시장 수출 등으로 연간 1,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중건설로봇의 로봇 팔, 암반파쇄 장치, 수중
카메라, 자동화 항법 기술 등에 대해 실 해역 시험에 성공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 력을 입증하 였다.

●

세계 무인수중로봇 시장은 2017년 17.7억 달러에서 2022년
24.9억 달러로 연평균 7.0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2030년 5%의 세계시장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경작업용 수중건설로봇 ‘URI-L’은 최대 2,500m 수심에서
수중환경 조사나 수중 구조물 시공 및 작업 지원, 유지 보수
등 경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다.

(시장 조사기관 Markets and Markets Analysis, 2017)

최근 육지자원 고갈에 따른 해양 에너지원 발굴 필요
등으로 인해 해양 개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저자원
발굴을 위한 해양플랜트 구축, 해양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구조물 건설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500~2,500m 깊이의 바닷속에서 시설 매설,
해저 지면 고르기 등 수중작업을 장시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도 급증 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은
수중건설로봇 제작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2013년부터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016년에 수중건설로봇 URI-L과 URI-T의
시제품을 개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URI-R 시제품을 개발
하였으며, 2018년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동해 수심
500m 해역에서 수중건설로봇 3종의 실증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중작업용 수중건설로봇 ‘URI-T’는 최대 2,500m 수심에서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거나 중량이 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URI-R’은 트랙기반 중작업용 로봇
으로 최대 500m 수심의 단단한 지반 에서 파이프라인을
매설하거나 암반 파쇄, 지반 고르기 등의 작업을 높은
정확도로 수행할 수 있다.
• URI-L : Underwater Robot It’s Light work class ROV
• URI-T : Underwater Robot It’s Trencher
• URI-R : Underwater Robot It’s Rocker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수중건설로봇 제작기술을 보유한
국책연구 기관과 산업현장에서 로봇을 직접 활용할 민간
기업 간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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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olicies

국가기술표준원, 해양플랜트기자재 표준화 성과 발표회 개최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제표준화로 혁신적 비용절감 추진
Oil-Major
E사

Oil-Major
S사

스펙 'E'
사용 요구

스펙 'S'
사용 요구

Oil-Major
B사

스펙 'B'
사용 요구

잦은 설계 변경
잉여자재 관리 필요

조선사

납기 지연
공수 증가
외국자재 조달 필수

Oil-Major
E사

Oil-Major
S사

Oil-Major
B사

국제표준 스펙 요구



설계공수 감소

조선사

잉여자재 최소
납기지연 방지

프로젝트마다 다른 기자재 조달

표준기자재
조달

기자재 업체

기자재 업체

<기자재 국제표준 전>

<기자재 국제표준 후>

자재비 절감
국산자재 사용률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선 3사와 기자재
업계가 개발한 해양플랜트기자재 표준기술을 국가 R&D
사업과 연계시켜, 2020년까지 국제표준 16종을 제안하기로
했다. 우리업계 주도로 국제표준이 되면 해양플랜트 1기당
100억~2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그동안 우수한 조선
기자재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메이저들의 자체표준
제품요구로 시장에서 외면당한 국산기자재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위원회 (ISOTC67)에 해양플랜트 기자재 작업반 (WG)
을 우리나라 주도로 개설하고, 작업반 의장을 수임하고
국제표준 발간 소요시간을 전략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신속경로 (Fast Track)를 통한 국제표준 제안 통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국표원과 조선업계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 1종을 제안 완료하고 ‘20년까지
국제표준 15종을 추가로 제안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최고수준으로 높인다는 대책”
의 일환으로 이번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제표준화를 완료할 경우 설계,조달 등의 분야에서
해양플랜트 1기당 100억~2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표원은 해양플랜트분야의 국제표준화 전략 등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조선 3사, 선급,
기자재 업계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플랜트
기자재 표준화 추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그 간, 조선업계는 국표원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플랜트
기자재 43개 기술항목의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작업반 신설을 주도하는 등
국제표준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2018년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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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이 제정되면 발주처의 설계 변경이 최소화돼
설계공수가 감소하고, 기자재 조달이 용이해져 공정 및 납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자재 호환성이 증대돼 잉여
자재로 인한 자재비용이 절감되고, 우리기술 기반의 자재
사용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통상
자원부국표원 이상훈표준정책국장은 성과발표회 환영사를
통해, “우리 해양플랜트 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에 현장의
의견이 가감없이 제시되길 바라며, “우리나라가 개발한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국내 조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World-Class Products

현대중공업(주), 훌루테크(주), (주)영남메탈 신규로 인증서 획득

조선해양기자재 세계일류상품수 74품목 89개사로 증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현대중공업㈜)

조타기
(훌루테크㈜)

지난해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에 새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선해양기자재 부문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훌루테크㈜의
조타기, ㈜영남메탈의 배관연결 누수복구클램프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추천 간사기관을 맡고있는 한국조선
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KOMEA)은 2002년 부터 매년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조선해양기자재 제품을 세계일류상품
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74개 품목 89개사가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암모니아 촉매로
선박 엔진의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해 최대
99%까지 저감하는 친환경 장치다.
이 장치를 탑재한 선박은 일반 디젤연료를 사용해도
국제해사기구의 대기오염방지 3차 규제(TierⅢ)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중·
대형엔진에 탑재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들을 잇달아
개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 지금까지 800여기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수주, 세계 1위 (시장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다.
훌루테크㈜의 '전동유압조타기'는 높은 내구성 및 신뢰성,
그리고 키 (Rudder) 부하특성과 동일한 토크특성을 완비,
미래형 선박 조타기의 표본이 되고 있다.

배관연결 누수복구클램프
(㈜영남메탈)

㈜영남메탈은 1986년 5월 이화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배관자재 부품인 현재의 배관 연결구(Pipe Coupling) 및
무단수 누수복구 클램프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현재 국내
조선소와 플랜트, 건설사, 배관 설비 관련업체등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누수복구
클램프 인증브랜드를 취득하였으며 해외로는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세계일류상품 인증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및
고급화,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KOMEA는 앞으로도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세계일류
상품을 발굴하여 대내외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 조선해양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인 KOTRA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선
해양 우수기자재기업 인정서' 제도와 우수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브랜드 (MARAON)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조선해양
기자재가 세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세계일류상품은 '현재일류상품'과 '차세대일류상품'으로
나뉜다. 현재일류상품으로 선정되려면 세계시장점유율이 5
위 이내, 5% 이상이어야한다. 차세대일류상품은 7년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5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품목 중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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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Class Products

조선해양기자재 세계일류상품현황
선정연도
2002

품목선정
품목명
선박용 대형디젤엔진
(6000마력이상)
고압 CO₂ 소화장치
선박용 전선

2003

선박용보일러
조타기
해상거주용 벽체판넬
대형엔진용 크랭크 샤프트

2004

2005
2006

2007

선박용 동기 발전기 선박 디젤
엔진 (4행정식)

선박용 고정익피치 프로펠러
선박 중형 디젤엔진용 과급기
(5,000KW급 이하)
선박 중형 디젤엔진용
크랭크샤프트(4행정)
선박중대형디젤엔진용
메인베어링 서포트
선박대형 디젤 엔진용 배기밸브
이코너마이저
선박용 배전반
원유 운반선용 박용펌프
선박대형디젤엔진용가이드슈
선박대형디젤엔진용
실린더라이너

2008

선박엔진용 공기냉각기
대형엔진 실린더 프레임
대형엔진 선반용 터보챠져
불활성가스 발생기
전자제어식 선박엔진의 연료
공급장치
선박용 고압트러스트 전동기

2009

중속디젤엔진발전설비
선박용소각기
선박 추진축
사이드 쓰러스터
커먼레일 유닛
선박용중속디젤엔진피스톤
기관실용 미분무수 소화설비
조수기
해상 거주용 천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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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업 인증
인증연도
업체명
2002
두산엔진㈜
2002
현대중공업㈜
2006
STX중공업㈜
2002
㈜엔케이
2002
극동전선㈜
2002
LS전선㈜
2002
제이에스전선㈜
2007
㈜티엠씨
2002
강림중공업㈜
2003
유원산업㈜
2018
훌루테크㈜
2003
비아이피㈜
2003
스타코㈜
2003
현대중공업㈜
2003
두산중공업㈜
2009
STX중공업㈜
2004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2004
STX엔진㈜
2004
현대중공업㈜
2004
현대중공업㈜
2005
STX중공업㈜
2006
2006
2012
2006
2011
2006
2006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8
2008
2010
2008
2008
2008
2008
2008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10

STX중공업㈜
현대중공업㈜
선우씨에스㈜
㈜대창솔루션
삼영엠텍㈜
㈜금용기계
강림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현대중공업㈜
신아정기㈜
현대중공업㈜
㈜케이프
STX중공업㈜
㈜동화엔텍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강림중공업㈜
㈜화영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현대중공업㈜
강림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원일
삼영기계㈜
탱크테크㈜
㈜동화엔텍
비아이피㈜
스타코㈜

선정연도
2009

2010

품목선정
품목명
해상 거주용 욕실 유니트
선박용 기관 감시제어장치
145kV 가스절연 개폐기
선박용 냉동컨테이너 전력
공급반
이중연료 디젤엔진
구명정

2010

선박용 중속디젤엔진 실린더헤드
조립식 화장실
선박용 방화문

I.C.C.P. & M.G.P.S.
선박용 극저온 배관 보냉재
레벨모니터링시스템
선박 엔진용 커넥팅 로드
불활성가스시스템
에어벤트헤드
히팅코일
에너지세이빙시스템
판형 열교환기
피스톤 로드
다심관
청수공급장치
선박거주구

2010
2010
2010
2016
2010
2015
2010
2010
2011
2012
2011
2012
2013
2015
2012
2013
2014
2013
2014
2104
2014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6
2016
2016

해양플랜트거주구

2016

천연가스, 특수 고압용기

2016

선박 엔진용 크로스 헤드 핀

2016

전자제어 선박엔진의 연료제어
장치
선박용 냉장/냉동 챔버
고압기화기
메탈 베어링
파이프 커플링 및 클램프
밸브 스핀들
해양플랜트 케이블트레이
선박엔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배관연결 및 누수복구 클램프

2016

바르질라
현대엔진(유)
현대라이프보
트㈜
삼영기계㈜
스타코㈜
㈜코스모
스타코㈜
비아이피㈜
스타코㈜
유원산업㈜
㈜리진
㈜한스코
㈜대창솔루션
㈜일승
㈜파나시아
㈜엔케이
㈜테크로스
㈜지.피.씨
극동일렉콤㈜
대양전기공업
㈜케이씨
강림인슈㈜
한라아이엠에스㈜
현진소재㈜
강림중공업㈜
㈜광산
㈜광산
㈜동화엔텍
㈜엘에치이
현진소재㈜
㈜대천
삼건세기㈜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엔케이
현진소재
주식회사
㈜화영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8
2018

강림인슈㈜
㈜동화엔텍
㈜티에스피
㈜정우카프링
㈜친구
서한공업㈜
현대중공업㈜
㈜영남메탈

해상거주용 객실 유니트

2011

고액분리 자동 여과기
고장력사 설치용 다심관
선박용 실린더커버

2012

선박용 분뇨처리장치
선박평형수처리장치

2013

선박용 비상발전기
선박용형광등기구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기업 인증
인증연도
업체명
2009
비아이피㈜
2009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2010
현대중공업㈜
2010
현대중공업㈜
2010

Certs & Awards

기득산업(주), (주)세진중공업, (주)정우카프링, (주)태양기전

4개업체 신규로 조선·해양 우수기자재업체로 선정
우수기자재업체 추천심의위원회는 기득산업㈜,
㈜세진중공업, ㈜정우카프링, ㈜태양기전을 2018년도
조 선·해 양 우 수 기 자 재 업 체 인 정 서 수 상 기 업
(Quality Marine Equipment by Certified by
Leading Shipyards)으로 선정하였다.

수상기업들에 대한 주요 지원
구분

지원내용

홍보 등
마케팅 지원

o 우수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브랜드 (MARAON) 활용기회

o국
 내·외 수출상담회 및 무역촉진단 활동 등 마케팅 참가
시 우선권 부여

조선·해양 우수기자재업체인정제도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
기업을 발굴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주축산업인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를 위해 2010년에
시작되었으며 수상기업수는 2018년도 신규 4개 업체
포함해 39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추천심의위원회는 국내 6대조선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
조선, 현대삼호중공업)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조선·해양기자재생산기업' 인정을 통해
기업 신뢰도제고 및 해외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o 국내·외 조선해양기자재 유망 전시회 참가시 가점부여

o 인정서를 통한 마케팅 활용
o 국내·외 배포 카다로그 제작시 기업 및 제품 수록
o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 추진사업 참가 시
가점 부여
- 글로벌 A/S 네트워크 활용 및 인력양성 교육사업
- 수출지원사업
표창 추천

o '조선해양의 날' 유공 대상자 추천시 가점 부여
o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총회' 유공 대상자 추천
시 가점 부여

동반성장
지원

o선
 정업체에서 조선사업 자금지원 (펀드 외) 및 기타 동반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청시 우선권 부여
(단, 조선사 협의)

우수기자재업체 인정서 수여식은 2월 21일 한국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총회에서 거행된다.

기득산업(주)

(주)세진중공업

(주)정우카프링

(주)태양기전

- 대표자 : 공경열

- 대표자 : 가백현

- 대표자 : 유인태

- 대표자 : 박석배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소재지 : 부산시 강서구

- 설립일 : 1994. 12

- 설립일 : 1999. 9

- 설립일 : 1995. 11

- 설립일 : 1996. 3

- 주 생산품목 : 조선, 해양

- 주 생산품목 : 조선 Block/해양

- 주 생산품목 : 파이프 커플링,

- 주 생산품목 : Maneuverin Handle,

ASembly, 곡가공 등

Living Quarter, Module 등

파이프 보수용 클램프 등

PRESSURE SENSOR UNI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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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건수 605건, 상담액 105,032천불

2018년 KOMEA의 4개 해외 유명전시회 한국관 운영실적
2018년도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KOMEA)의 총 4개 해외유명전시회에서 한국관 운영사업에 39개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이 참가하여 605건의 상담건수, 105,032천불의 상담실적을 기록하여 계약으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시회명

개최기간/장소

참가규모

참가업체 수

상담 건수

상담액

APM 2018

3. 14 (수) ~ 3. 16 (금) /
싱가포르

108 SQM / 11개부스

10

148

2,672천불

OTC 2018

4. 30 (월) ~ 5. 3 (목) /
미국

108 SQM / 10부스

9

197

24,690천불

Sea Japan 2018

4. 11 (수) ~ 4. 13 (금) /
일본

108 SQM / 12부스

11

110

14,235천불

Posidonia 2018

6. 4 (수) ~ 6. 8 (금) /
그리스

105 SQM / 10부스

9

150

63,435천불

APM 2018

OTC 2018

Sea Japan 2018

Posidoni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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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KOMEA 한국관 운영 계획 OTC 2019
● 전시회명

: OTC 2019 (미국 휴스턴 해양박람회)
: 2019. 5. 6 (월) ~ 5. 9 (목) (4일간)
● 한국관 운영 계획
- 참가목적 : 바이어 대상 지역협력형사업 과제 개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 참가규모 : 102sqm
- 참가업체 : 10개사
● 개최기간

NOR-SHIPPING 2019
● 전시회명

: Nor-Shipping 2019 (노르웨이 오슬로 선박 전시회)
● 개최기간 : 2019. 6. 4 (화) ~ 6. 7 (금) (4일간)
● 한국관 운영 계획
- 참가목적 : 유럽 지역 판로확대 및 선주영업
- 참가규모 : 112sqm
- 참가업체 : 9개사

MARINTEC CHINA 2019
● 전시회명

: Marintec China 2019 (중국 마린텍 차이나 전시회)
: 2019. 12. 3 (화) ~ 12. 6 (금) (4일간)
● 한국관 운영 계획
- 참가목적 : 중국 지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 참가규모 : 321sqm
- 참가업체 : 40개사
● 개최기간

INMEX VIETNAM 2019
● 전시회명

: INMEX Vietnam 2019 (베트남 호치민 해양 박람회)
● 개최기간 : 2019. 3. 27 (수) ~ 3. 29 (금)
● 한국관 운영 계획
- 참가목적 : 베트남 지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 참가규모 : 36sqm
- 참가업체 : 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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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 광저우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상담회 개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KOMEA) /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 (KOMEC)는 국내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2018 중국 광저우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상담회’를
지난해 12월 11~14일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하였다.
㈜대천, ㈜동화뉴텍 등 11개 국내 업체들이 참가한 현지 수출상담 행사는
광저우 지역 대형 조선소 방문, 사전 간담회, 바이어 네트워킹 간담회, 사후
간담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출상담회 결과로 총 상담액 US$24 Mil., 향후
추진액 US$41.7 Mil.을 수확하였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2018 중국 광저우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 12월 14일(금) (3박 4일)
- 지역/장소 : 중국 광저우지역 조선소
- 규 모 : 광저우 지역 대형 조선소
• 바이어 : GSI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 Co., Ltd.), Guangzhou Wenchong Shipyard Co., Ltd.
COSCO Guangdong Shipyard Co., Ltd.

2018 독일 - 크로아티아 Maritime Sourcing Plaza 개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KOMEA) /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 (KOMEC)는 국내조선 해양기재 업체들의 해외시장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2018 독일-크로아티아 Maritime Sourcing Plaza 행사를
지난해 11월 18~24일 주최하였다.
독일과 크로아티아 조선소 및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스마트선박
분야 및 현지 시장성과 해외 마케팅 역량 평가 우수기업 기준으로 선정된
㈜대천, ㈜동화뉴텍 등 7개 업체들이 참가 하였다.
코트라 부산지원단과 공동으로 주관된 조선기자재 수출 관련 현지상담회는
11월 2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와 11월 22일 독일 (함부루크)에서 개최
되었다.
독일 함부르크는 유럽 제2 항구로 독일 내 크루즈 및 풍력 특수선 수요
증대로 호황을 맞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는 민영화 구조조정 후 신규 선박
수주 및 건조 활동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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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상담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KOMEA)은 한국산업
단지공단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22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2018 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상담회’를 진행했다.
KOMEA는 현재 전 세계 32개국 110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상담에서 1억1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
상담회에는 25개국 10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했다.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로 테크로스 파나시아 에프지
일렉트릭 등 전국의 70개 업체가 방문했다.
부산 사하구 소재 조선기자재 업체 유원산업㈜ 박남석
상무는 “당장 수출 실적을 올리기보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찾기 위한 취지로 상담회를 찾았다”며 “중국
시장을 넘어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 내 스트링 기어를 제조하는 유원산업은 4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 대표 조선기자재 업체다. 스트링
기어 외에도 조선기자재 업계는 선박용 보일러와 내년
새로운 시장을 여는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조선소 구매 담당자도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와의 거래를
트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바이어와 달리
조선소 관계자가 상담회에 나서면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KOMEA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상하이와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해 영업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선주 공략을
위해 그리스에 지사를 만들 예정이다. 신규 발주 계획이
잡힌 러시아에도 지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

KOMEA,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모집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KOMEA)이 국내
조선 해양기자재업체들을위한 해외지사화사업으로
참가기업 모집공고를 하고 있다.

파트너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선해양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하고 있다.

해외지사화사업이란 해외 현지의 사업진출 또는 원활한
영업활동을 희망하는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게
KOMEA 해외지사 (중국 및 싱가포르)를 통해 수출
거래선 발굴,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및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여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선·해양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 및 유관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신청기업과 KOMEA간 공동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어 발굴과 바이어 관리의 용이성 및 신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지사화사업의 참가비용 및 임대방식 등 상세내용은
KOMEA 홈페이지 (www.komea.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OMEA는 중국 및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수출 및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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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A - 러 무역대표부, 조선해양산업 업무협약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과 주한 러시아 연방무역대표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부산 녹산공단에
소재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에서 러시아 조선해양기자재 시장진출 지원 및 양국 조선해양 산업 진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부 협약 내용으로는 ▲양측의 경제협력 촉진 ▲국산화 정책에
필요한 조선해양기자재 및 업체에 대한 상호 관심분야 정보제공 ▲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공동연구 활동 ▲전시회, 세미나 등
유사한 활동 시 적극적인 지원 ▲전문기술 및 관련지식 상호 교환 및
교육 기회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MOU는 긴밀한 협력관계 개발을 통해 실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 Korea Shipping Gazette)

KOMEA 강재종 전무는 “러시아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대감이
크다”며 “기술 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 조선기자재 업계 러 진출 성과로 이어지길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계가 향후 10여 년간 대규모 선박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러시아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은 지난달 31일 주한 러시아 연방무역대표부와 양국
조선해양산업 진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상호 경제협력 촉진과 관심분야 정보 제공, 전문기술 교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 전시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물론 이번 협약식은 양국이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까닭에 당장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하지만 지역업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러시아시장 선점이 기대되는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러시아는 오는 2030년까지 선박 700척을 새로 건조한다는 어선 현대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이미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선박 건조 능력은 뛰어난 반면 조선기자재 기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업계는 이 사업 참여로 신규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역업계로써는 이번 기회를 디딤돌 삼아 시장 다변화도 노려볼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조선기자재업계의 주요 공략대상은
중국과 동남아였다. 그러나 이들 시장이 서서히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지역 발굴은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 시장 진출은 가뭄 끝 단비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는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
조선기자재업계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대체 시장으로 한국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KOMEA는 러시아 시장 진출의 첫 단추가 끼워진 이상 체계적인 향후 계획을 서둘러 수립해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내부 검토 중인 KOMEA 러시아 지사 설립도 될 수 있는 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KOMEA에는
231개 지역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해 모두 중추적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KOMEA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수주 물량 확보에
성공해 침체에 빠진 부산 조선기자재산업을 부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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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조선해양기자재컨퍼런스 ;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길을 묻다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18 국제조선 해양기자재컨퍼런스
(KORMARINE CONFERENCE 2018)’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무성 국제신문 사장 겸
금융도시부산포럼 이사장, 겐라디 리브코브 주한러시아영사관
총영사, 도덕희 국제조선해양기자재 콘퍼런스 프로그램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외 조선·해양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국내외 31
명의 연사들이 참여해 환경규제 변화에 따른 조선산업 변화의 흐름과 최신 조선해양산업 트렌드를 짚어보며 관련
정보들을 공유했다.
기조연사인 IHS Markit사의 피터 터시웰 전무이사는, ‘해운 빅데이터로 본 한국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선보였다. IHS Markit은 영국의 글로벌 산업분석 및 컨설팅 기업으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각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다.
컨퍼런스는 총 4개의 정규세션과 2개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정규세션으로는 '조선해양산업의 대변화',
'환경규제와 선박추진연료의 변화', '해운과 선박 금융', '조선기자재 수요트렌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뷰로베리타스 ▲나파(NAPA)사 ▲콩스버그마리타임 ▲MAN 에너지 솔루션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
선주협회 ▲한국선급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각계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했다. 또한 2개의
특별세션으로는 <한-러시아 해양산업 비즈니스포럼>과 1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홍보가 마련되었다.

2018 친환경선박포럼 ; 친환경의 미래를 향한 첫거름
'2018년 친환경선박포럼'이 지난해 11월 18, 19일 양일간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선
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해양산업협회 주관으로 '친환경
선박의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윤성혁 과장의 개회사를
시작된 첫째날에는 글로벌 환경규제와 인증, 친환경 조선 기자재
업체 대응 및 협력 전략, 미래 환경법 대비 기자재업계의 선제적
기술개발 등 3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둘째날은 수소 선박 기술, 스마트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화기구별 주요 동향과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대응 방향,
LNG 선박 기자재 기술 주제의 세션이 이어졌다.
포럼에는 남창섭 국제해사기구(IMO) 기술담당관, 조효제 해양대 교수, 천상규 파나시아 연구소장, 어쉬 보글러
DNV-GL 수석 컨설턴트, 아카리 하야시 일본 규슈대 교수,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사안전연구실장,
채성철 국립전파연구원 사무관, 김영균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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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기업 지원, 미래성장분야 집중 지원,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67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 6,7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중소
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 기업 (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① 우수
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② 미래성장 분야
지원, ③ 일자리 창 출 우 수 기 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수기술기업 지원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자금 예산현황
(단위 : 억원)
2018년 당초
(3조 7,350억원)
자금명

2019년 당초
(3조 6,700억원)
예산

◦ 창업기업자금

18,660

- 창업기업지원

17,360

- 청년전용창업

1,600

◦ 신시장 진출지원

1,500

- 개발기술사업화

3,150

- 글로벌 진출지원

1,750

◦ 신성장기반자금
- 신성장유망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 재도약 지원자금

500



1,000

- 성장공유형

600

3,000

신규

- 개발기술사업화

2,800 △350 (이관)

◦ 신시장 진출지원
- 내수기업 수출지원화

- 혁신성장유망자금

-

1,300
8,800
3,800
500

△1,200
1,700

4,900
-

- 구조개선전용

300

10

1.000

-

- 일시적 경영애로 / 재해
◦ 투융자 복합금융



500

1,000

◦ 긴급경영안정자금



1,800

- 사업전환사업

- 재창업

1,700

- 이익공유형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재도약 지원자금

1,000

20,000
△2,360

-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예산

15,000

◦ 신성장기반자금

1.000
1,000

- 혁신창업지원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기업화

2,290

290

◦ 투융자 복합금융



3,300

- 구조개선전용

- 일시적 경영애로 / 재해



5,000

1,000

◦ 긴급경영안정자금

◦ 창업기업자금

8,800

- 사업전환사업

- 재창업

자금명

증감

1,000
1,000

-

1,700

- 이익공유형

1,000

△700

- 성장공유형

600

1,000

1,000

신규

- 스케일업금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
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 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
(IR:Investor Relations)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
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창업자금 중 창업사업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 (’1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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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 (500억원)하여 규제
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 할 을 할 계 획 이 다 . 아 울 러 ,
스 마 트 공 장 전 용 자 금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2018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확인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 (“투자자금”)으로
신설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 (2조 8백억원)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 (스케일업금융 신설 1,000억원)함으로써
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내년에도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
천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동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 (기준금리–0.3%P)보다 추가
우대금리 (△0.1%p)를 적용하며,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남부지부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주소

대표번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3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02-2023-4304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11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20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032-560-2361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031-260-4920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031-788-7401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02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31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31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033-655-8872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31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81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230-6811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043-841-3612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21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063-460-9830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 (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10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1-280-8030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66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11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76-9321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054-288-7345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20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051-630-7421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84-3632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703-1120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12-1361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 KT&G빌딩 1층

055-310-6611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층

055-751-2902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64-75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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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선기자재산업 금년에 업황 개선 전망
금년 부산지역 조선과 조선기자재산업이 전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동남권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대형·중소
조선업체간 수주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부산지역
중소조선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기자재업체도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잔량이 2017년
7월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수주물량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업황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부산지역 조선업은 중소조선업체 생산이
중·소형선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조선기자재업체 생산도

국내 조선업체의 신규 수주 증가로 점차 회복되면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부산지역 중소조선업체 생산은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
증가, 선종 다변화 노력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 다만
올해 들어 후판 등 원자재가격 상승률이 신조선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기자재업체 생산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고효율·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로 국내 조선업체의 신규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 황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등 국제 환경규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의
국내외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거돈 부산시장 “지역 조선기자재업계 피해 없도록 해야”
부산시는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가 지난 1월 8일
필리핀 현지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당일
경제부시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9일
오거돈 시장이 한진중공업을 직접 방문해 피해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월 8일 개최된 경제부시장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먼저 협력업체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중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수빅 조선소가 ㈜한진중공업 해외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모기업인 한진중공업 본사가 피해 협력
업체에 조선기자재 물량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1월 9일 오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한진중공업
측의 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해 진행상황을 부산시와 업계에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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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에서도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정부와
협의하는 등 조선기자재업계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는 동시에 진행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업계와 공유하고, 조선기자재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는 등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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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수주 소식, 경상남도 조선해양산업 회복조짐 보여
조선업 회생을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경남지역 중소형 조선소의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강 M&T는 지난 1월 21일 유럽의 해상풍력 EPC사
대만 현지 대표와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서부연안에 공급될 6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구조물 설치 사업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조선해양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RG
발급이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계약까지 성사된 사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STX조선해양에서 수주한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3척과 삼강 M&T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21기 수주 등 최근 도내 중소 조선사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지역 내 조선 산업의 일감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삼강M&T와 유럽 EPC사의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자체와
산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토록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일에는
도지사 명의의 서신을 직접 발주처에 보내 수주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시아뉴스통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 국제방폭시험소 자격 획득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가 국제방폭시험소 (IECEx TL)
자격 인정을 획득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의 세계적인 시험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IECEx의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후, 지난해 12월 27일 32개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지난 1월 8일 국제방폭시험소 자격인정을 최종 획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기존에
수행하던 유럽지역 (ATEX 시험), 북미지역 (UL시험)과
더불어 IECEx 시험도 전 세계적인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IECEx는 방폭기기에 대한 국제상호인증제도로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가스탱크 주변 등 방폭구역에 설치되는 기자재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방지 대책이 적용된 제품이거나

방폭인증을 획득해야만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해 IECEx
자격 인정이 필수적이다.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는 초대형기기
시험과 주위온도 –70℃ 등 극한의 환경조건에 대한
시험검증도 가능한 시험시설을 구축해 인증획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해외
주요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시험만으로도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의 국제방폭시험소 자격인정을 통해 보다 높은
품질의 방폭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며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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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Ahead of China's 32% & Japan's 12.6%

Korea Accounts for 44.2% of Global Total Shipbuilding Orders in 2018
Korean shipbuilders regained the top spot in the global
market share of shipbuilding orders last year, beating
their Chinese counterparts for the first time in seven
years due mainly to a surge in demand for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s. The industry, which has just turned a
corner, still faces challenges in offshore drilling.
According to London-based offshore and energy
tracker Clarkson Research, global orders of Korean
shipbuilders stood at 12.6 million compensated gross
tonnage last year, accounting for 44.2% of the total
orders. The orders of Chinese shipbuilders were 9.1
million CGT, accounting for 32% of the total share
Japan's order receipts reached 3.59 million CGT,
accounting for 12.6% of global total order at 28.59
million CGT.
The latest breakthrough by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was mainly fueled by rising orders of LNG
carriers for the nation’s big three shipbuilders —
Hyundai Heavy Industries,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They
gained 66 LNG carrier orders last year out of the total
76 orders.
Their performance is also forecast to be strong this
year, as the current upswing in the LNG carrier market
is expected to continue. The global LNG carrier market
is expected to post a nearly 5% rise on average over
the next five years due mainly to rising demand for
cleaner fuels, including natural gas.
CEOs from the big three shipbuilders have also
vowed to reclaim the nation’s title of “shipbuilding
powerhouse” in their New Year’s address.
Han Young-seok and Ga Sam-hyun, joint CEOs of
Hyundai Heavy Industries, said, “This year is a key year
to determine the future of our company. We will
reclaim our status as the world’s best shipbuilder.”
reclaiming the reputation of the world’s best
ship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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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E CEO Jung Sung-leep has pledged to make the
firm small but solid this year, by reclaiming the
reputation of the world’s best shipbuilder. Samsung
Heavy Industries CEO Nam Joon-ou has vowed to make
this year the first year for revival and a new takeoff.
Still, some say it is too early to talk about the revival
of the nation’s shipbuilding industry, as it still faces
challenges in offshore drilling. Last year, only Hyundai
won one offshore drilling contract for the King’s Quay
project of the US firm LLOG Exploration, with Samsung
and Daewoo gaining zero.
Offshore drilling vessels are a platform to explore for
and extract petroleum, which lies in rock formations
beneath the seabed.
In the early 2010s, many Korean shipbuilders rashly
jumped into the high-value offshore drilling market by
making big investments. But they ended up having 7
trillion won ($6.2 billion) in losses in 2015 due to the
plunge of oil prices and frequent design changes. The
market is still in a slump, as global oil major firms have
not been active in investment amid low oil prices.
On top of that, competition is becoming fiercer in
the market, as rivals from Singapore and China are
luring oil major firms with low prices.

KME News in English

Korean Dominance Seen to Continue Global LNG Vessels Order-Hunting Race in 2019
Korean dominance in the LNG carriers segment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New Year thanks to
Korean wealth of LNG-associated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accumulated during past decade.
In 2019, the world's overall LNG ship orders are
likely to reach 69, rising from 65 in 2018 and 17 in
2017, according to data compiled by the Londonbased shipping group Clarkson Research.
Rising demand for LNG ships is partly due to
China's policy to encourage businesses to use LNG,
an eco-friendly fuel, a shipbuilding official said.
Helped by robust LNG ship orders, Korea's three
biggest shipbuilders -- Hyundai Heavy Industries Co.,
Samsung Heavy Industries Co. and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 achieved

their order targets for 2018.
Illustratively, Hyundai Heavy received US$13.3
billion worth of orders last year, higher than its goal
of US$1.32 billion. Daewoo Shipbuilding earned
US$6.81 billion in orders, higher than its target of
US$6.6 billion, the companies said.

DSME Sailing Into a Net Profit for Second Consecutive Year in 2019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DSME)
one of the country’s top three shipyards, is expected
to report solid earnings for the second straight year,
while two others, Hyundai Heavy Industries Co. and
Samsung Heavy Industries Co. -- are likely to
continue to suffer losses, industry data showed.
According to data compiled by several brokerage
houses, Daewoo Shipbuilding is forecast to log a net
profit of some 260 billion won (US$232 million) last
year on sales of 8.9 trillion won. Its operating
income is estimated at 800 billion won in 2018.
The company’s better than expected bottom line
might have been aided by increased orders for LNG
carriers, and its cost-cutting efforts paid off,
industry sources said.
Hyundai Heavy is expected to post a net loss of
some 40 billion won on sales of 12.9 trillion won last
year. Its operating loss is estimated at around 300
billion won. Hyundai Heavy’s loss may come as the

world’s largest shipyard failed to reduce fixed costs.
Samsung Heavy is projected to have suffered a net
loss of some 370 billion won last year on sales of 5.4
trillion won. Its operating loss is presumed at 410
billion won last year.
Hyundai Heavy said earlier that it and two other
shipbuilding affiliates target securing combined
deals worth $15.9 billion this year in the shipbuilding
segment, marking a 20.7 percent rise from last
year’s goal of $13.2 billion. The three players won
$13.7 billion worth of deal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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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Egina FPSO Achieves First Oil of 200,000 BPD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imited (SHIN)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first oil of 200,000
barrels per day capacity Egina FPSO on Dec. 29 in
2018, according to a Nigerian newspaper
'LEADERSHIP.'
The Egina FPSO, one of the world’s largest FPSO,
and indeed the largest FPSO ever deployed by the
Total Group, was built for the French oil giant by
SHIN. Production from Egina field of 200,000 barrels
per day at peak will increase Nigerian current crude
oil production by 10%.
Samsung Heavy completed the FPSO mooring well
in advance – completed on September 17,2018
against target date of September 23, 2018, riser
hook-up activities and required offshore
commissioning, putting an exemplary effort in
achieving First Oil in 2018.

The company had also successfully completed the
FPSO work in SHI-MCI yard before it continued its
work offshore under strict Nigerian local content
regulations with similar safety and quality standards
applicable in the company’s Geoje shipyard in Korea.
According to a statement by the company, this
volume of onshore and offshore work had never
been accomplished in Nigeria before now.

DSME is Poised to Deliver US$530 Mil. Drillships to Sonangol Jan.-March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DSME)
has hammered out deal to solve its dispute with
Angola’s Sonangol related to the delivery of two
drillships.
Daewoo secured an order from Sonangol in 2013 to
build two drillships and scheduled the delivery for
2016. However, the Angolan state-owned oil
company balked at full payment as its financial
situation worsened amid a fall in global oil prices and
the drillship were never delivered.
The two companies have now managed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adieuing to a longstanding dispute
over a delay in the delivery.
In a notice on Wednesday, DSME informed that the
drillships would leave its Okpo shipyard. The first
drillship will leave by the end of Januar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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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one by the end of March this year. The
shipyard also said that final commitments were
approximately $530 million, including advances,
which was well above current market prices. DSME
also agreed with Sonangol to complete the design
and to conclude the quality assurance obligation at
the same time as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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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s Bunkering Barge System Wins AIP from K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of
Korea has recently announced that its design of 500
cbm LNG bunkering barge system attained an
approval in principle (AIP) from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KR) on December 21, 2018.
LNG bunkering barge system is barge vessel-type
facility that is capable of injecting LNG fuel into
ships. MOF's design features LNG ready-type with
dimensions of 48.5m in length, 12.5m in width and
4.5m in height.
With the latest AIP, a 500-cbm LNG bunkering
barge system can be built under the official
approval of its design safety.
With the goal of preparing for an era of LNGfueled ship and play a leading role in Korean LNG
bunkering industry, the MOF has carried forward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and systems of LNG
bunkering sector' from 2018.
The MOF's LNG bunkering barge system will be
built by the first half of 2021 and go through tests.
Later, it is expected to provide LNG-powered ships
operated in Korean coastal waters with LNG from
2022.

Hyundai HiBallast Wins Type Approval From DNV GL
On Jan. 7, Hyundai Heavy Industries (HHI)
announced that its 'HiBallast'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 has won attained a
type approval from DNV‘ an international
accredited registration and classification society
headquartered in Høvik, Norway.
The value of the new approval lies in the
certification that HiBallast meets the revised IMO
G8 Guidelin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Furthermore, it was two months ago that HiBallast
won another type approval from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 proving its excellence in
terms of performance, safety and reliability.
The latest BWMS system to win USCG typeapproval in Hyundai’s HiBallast BWMS, which is a

filtration and electrolysis
system with a capacity
of 75-10,000 m3/hour.
This BWMS has been
fitted to the April
2018-delivered Almi
Atlas, which is believed
to be the first VLCC
newbuilding complete with a Tier III engine and a
SOx scrubber as standard
Meanwhil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reprted that the size of the global BWMS
market is likely to reach approximately KRW 47
trillion (about $42 billion) during seven years after
the IMO's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takes effect (20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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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rawing Smart Harbor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South Korea is mapping out mid- and long-term
plans to become a global logistics hub by
introducing “smart” harbors across the country, a
project that is expected to last a decade from 2021
to 2030. The focus of these plans will be 31 harbors
designated for trade and 29 for domestic logistic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harbors that will handle exports and imports
include Gyeongin, Incheon, Daesan, PyeongtaekDangjin, Boryeong, Janghang, Gunsan, Mokpo,
Seogwipo, Gwangyang, Yeosu, Masan, Busan, Ulsan,
Pohang, Donghae-Mukho and Sokcho. Those
designated for domestic shipping include
Yeonpyeongdo, Daecheon, Biin, Heuksando, Jindo,
Chuja, Aewol, Geomundo, Jumunjin and Ulleung.
The ministry said it would be the nation’s fourth
port improvement project. “By reinforcing their
comprehensive logistics functions, harbors will gain
competitiveness on the international stage,” said
Rim Hyun-cheol, a director general with the ministry.

Rim predicts that the project will create many jobs
and generate considerable added value if the
government expands related infrastructure in a
timely manner.
The development of smart harbors is a way of
preparing for the com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hen harbors will need to be
equipped with state-of-the-art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nd
robotics. Some of the harbors will have anchoring
facilities for eco-friendly LNG-fueled vessels and
inbound and outbound cruise ships.

KOMERI to Research Into Hydrogen Fuel Cell Ships
KOMERI signed MoU to investigate solid oxide fuel
cell technology in marine environments. KOMERI
signed MoU with two local fuel cell partners to
investigate solid oxide fuel cell technology in marine
environments (credit: KOMERI).
The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KOMERI) signed an MoU with two local partners to
develop hydrogen fuel cell technology suitable for
marine applications.

The JV selected SOFC technology over alternatives
because SOFC cells’ high operating temperature
permits them to use a variety of hydrocarbon fuels,
aside from hydrogen. SOFCs also have superior
“load follow-up” (or variable energy generation in
response to fluctuating demand)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other fuel cell technologies, second
to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PEMFC), which remain the best performing
technology.

The collaboration between KOMERI and two local
fuel cell producers is intended to apply solid oxide
fuel cell (SOFC) ship technology in a marine
environment. The MoU covers the development of a
SOFC suitable for deployment in a test vessel, as
well as the modification of vessels for SOFC module
development.

The two local fuel cell partners form part of a
nascent fuel cell cluster. Italian energy company
Solid Power signed an agreement in November 2018
undertaking to establish a corporation in Daejeon in
2020. As part of the agreement, Solid Power agreed
to invest $51.2m in developing a fuel cell production
facility in Daejeon. (The MO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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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ear Meeting of Korean Shipbuilding & Marine Industries Leaders
On Jan.10, Korea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KOMEA) combined with the 10 pertinent business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to co-host the
annual New Year Meeting of Korean Shipbuilding &
Marine Industries Leaders in Busan.
Choi Nam-Ho, Director General of Systems
Industry Bureau,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sat at the head table along with heads of
the business . and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Korea
Offshore & Shipbuilding Association (KOSIPA),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KOMERI),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Technology (KIOS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 (KRISO), Research
Institute of Medium & Small Shipbuilding (RIMS),
etc.
Participants vowed to double efforts to maintain
the nation's global top spot in terms of global share
of shipbuilding order receipts.
According to London-based offshore and energy
tracker Clarkson Research, global orders of Korean
shipbuilders stood at 12.6 million compensated
gross tonnage last year, accounting for 44.2 percent

of the total orders. The orders of Chinese
shipbuilders were 9.1 million CGT, accounting for 32
percent of the total share Japan's order receipts
reached 3.59 million CGT, accounting for 12.6% of
global total order at 28.59 million CGT.
The latest breakthrough by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was mainly fueled by rising
orders of LNG carriers for the nation’s big three
shipbuilders — Hyundai Heavy Industries,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They gained 66 LNG carrier orders last
year out of the total 76 orders.

KOMEA Publishes KMSI 2017-2018
Korea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KOMEA) has published the 2017-2018
edition of KMSI (Korea Marine & Offshore Statistics & Info), designed to share
information, knowledge and statistics, realizing the value of big data as the fue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64-page publication highlights past and present facts and figures in
combination, embracing such key sectors as marine equipment, infrastructure &
facilities, new orders, shipbuilding completions, order books and mid-sized
shipbuilding. Others are Workforce, Technology, Awards & Certificates,
Offshore & Energy, Shipping & Trade, Management & Finance and References
(KOMEA Member Companies, Korean Small to Middle-Size Shipbuilders, Related
Organizations &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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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A Assists 3 Marine Equipment Companies
to Join the List of World-Class Korean Products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System (NoNOx) of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Steering Gear of FLUTEC Ltd.

Pipe Coupling & Repair Clamp of
YoungNam Metal Co., Ltd.

Three Korean marine equipment were certified as World-Class Products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last month. They wer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System
(NoNOx) of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Steering Gear of FLUTEC Ltd. and Pipe Coupling &
Repair Clamp of YoungNam Metal Co., Ltd.
A milestone in Korea's economic policy development, the World-Class Products Regime is the
brainchild of the "Korea for Quality" initiative that originally was advocated some 20 years ago.
En route to joining the list of world-class Korean products, they has been supported by Korea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KOMEA), which is playing a role of secretariat organization for the WorldClass Korea Products Regime.

World-Class Korean Marine Equipment Products
World-Class Korean Products are preeminently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ir value and proven track record in terms of global market
share as well as for their significant potential as nextgeneration growth engines.
Ranking fifth or higher in terms of global market share, World-Class Products have
been certified under 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program
since 2001 in line with the national drive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by
fostering high-quality, technology-driven products and services.
The World-Class Korean Products program, operated by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and supported by related industry associations under the umbrella of MOTIE, also aims to
endorse the reliability and safety of the designated products for foreign buyers, clients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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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 Spotlight

Enercon Co., Ltd.

Electro-Hydraulic Rotary Valve Actuator
(Piston-Multi Start Helical Thread Screw-Spline Type)
with Variable Displacement Radial Piston Pump
● Product Slogan: Safety, Reliability and Creativity
● Development Period: 2014-2018

● Standard Material
- Power: 220V, 50/60Hz, 2P
- Single Acting and Double Acting
- IP Code: IP-68
- Remote Control: PLC, Remote I/O
(On-off/Modulating)
- Working Pressure: 135bar
- Torque: 125Nm, 250Nm,500Nm, 1000Nm,
2000Nm, 4000Nm, 8000Nm, 16000Nm,
32000Nm

● Special Feature
- Hydraulic Power Package: AC/DC Motors, Variable Displacement Radial Piston
Pump.
- Actuator Type: Piston-Multi Start Helical Thread Screw-Spline Type/ Rack &
Pinion Type.
- Low Noise, Compact, Long Life
- Application: Marine, Offshore, LNG Terminal, Oil & Gas, Water & Steam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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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R Marine Co., Ltd.

Piston ring

www.amir.co.kr

YEONGDO-GU, BUSAN /
+82 51 413 9600

AMS Co., Ltd.

Unit Toilet, Wall & Celling Panel, Heat Exchanger (Plate Shell & Tube Type), www.ams.co.kr
etc.

HAEUNDAE-GU, BUSAN /
+82 51 293 8641

A-TECH

Small davit, Air motor, Air winch

www.atech2004.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2 0723

BC TAECHANG IND. CORP.

Ultimate solution for onboard crew maintenance, Deck scaling machine

www.bctc.co.kr

GIMHAE-SI, GYEONGNAM /
+82 51 442 6191~2

Bethel Engineering Co., Ltd.

Magic Grating (Steel grating)

www.nmg.kr

NAMYANGJU-SI, GYEONGGI /
+82 31 593 2712

B-I INDUSTRIAL CO., LTD.

Fire Detection System, Gas Detection System, Navigation Watch Alarm www.b-i.co.kr
System, Moisture Detection System

GANGSEO-GU, BUSAN /
+82 51 441 5670

BIP INDUSTRIES CO., LTD.

Wall panel, Ceiling panel, Bathroom unit, Cabin unit, Floating floor, TLQ, www.bn-bip.com
Marine furniture, Marine door, etc.

GEUMJEONG-GU, BUSAN /
+82 51 519 2000

BO MYUNG METAL Co., Ltd.

Copper & Copper-Alloy Pipes & Plates, Fittings, Flanges

www.bmmetal.co.kr

GANGSEO-GU, BUSAN /
+82 51 266 4101

BOGO Co., Ltd.

Telephone system, Lighting fixture

www.bogoco.co.kr

SAHA-GU, BUSAN /
+82 51 294 7771

Bumhan Industries Co., Ltd.

Air compressor, N2 generator, High pressure control valve

www.bumhan.com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24 0500

BY CONTROLS, INC.

Control Valve, LNG Valve, Watertight door, Pilot door, Hydraulic hatch, etc.

www.bycontrols.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45 6110

CAPE INDUSTRY LTD.

Cylinder Liner

www.cape.co.kr

YANGSAN-SI, GYEONGNAM /
+82 55 370 1234

CENTURY CORPORATION

Air Conditioner, Chilling Unit, Air Conditioning Equipment, Marine & Industrial www.century.co.kr
Equipment, Nuclear HAVC System

ASAN-SI, CHUNGNAM /
+82 41 420 8086

CHK CO., LTD.

Ref. container socket, Junction box

www.chkj.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9500

ChungSol Marine Co., Ltd.

Window wiper, Clear view screen, Window, Door, Hatch

www.chungsolmarine.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2 2226

ChungSong Industry Co., Ltd.

Welding auto carriage, LWS, etc.

www.koweld.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29 9500

CLAD KOREA POHANG Co.,
Ltd.

Clad pipe & Fitting, Hard facing, Overlay welding in pressure vessel, Valve, www.cladkoreapohang.com POHANG-SI, GYEONGBUK /
etc.
+82 54 285 1868

Dae Heung Cooler Co., Ltd.

Heat exchanger

DAE KWANG IND CO., LTD.

SUS PIPE FITTING FLANGE

DAECHANG SOLUTION CO.,
LTD.

Propeller boss, Chain wheel cam., Dummy ring, Valve body, etc.

www.dcm.co.kr

SAHA-GU, BUSAN /
+82 51 899 5555

Daechun Industrial Co., Ltd.

Multi-core tube, Stainless steel tube

www.daechun.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45 2288

DAEHA CO., LTD.

Hydraulic Pressure Testing Equipment, Cylinder, Pump, Torque Wrench

www.daehatech.co.kr

GANGSEO-GU, BUSAN /
+82 51 326 1870

DAEJINSAT Co., Ltd.

Ceiling panel

www.daejinsat.com

ULJU-GUN, ULSAN /
+82 52 225 2361

DAEJUNG CO., LTD.

Fiber Rope, Pet/PP Mat, Sports Net

www.daejung.net

SASANG-GU, BUSAN /
+82 51 304 2511

DAEJUNG VALVE CO., LTD.

Butterfly Valves, Oil Field Flow-Line Components, Control Valves, Actuators, www.djvalves.com
Special Valves

DALSEO-GU, DAEGU /
+82 53 584 2276

Daemmstoff Industrie Korea
Ltd.

KVM SEALING COMPOUND, MANGANA RETAINING COMPOUND (PUTTY, FIRE www.daemmstoff.com
STOP, PANDA-90, etc.)

SAHA-GU, BUSAN /
+82 51 261 7073

Daeyang Electric Co., Ltd.

Lighting fixtures, Instruments, SAUV, UUV

www.daeyang.co.kr

SAHA-GU, BUSAN /
+82 51 200 5221

DAEYANG INSTRUMENT. Co.,
Ltd.

Precision instruments - Anemometer, Rudder angle indicator, etc.

http://dic.daeyang.co.kr/08_
affiliate/affiliate_01.php

GANGSEO-GU, BUSAN /
+82 51 200 5212

DaiHan Anchor Chain MFG.
Co., Ltd.

Anchor chain, Offshore mooring stud, etc.

www.dhac.co.kr

NAM-GU, INCHEON /
+82 32 862 0091

DBM Dongbang Marine Co.,
Ltd.

MARINE FIRE DETECTION & ALARM SYSTEM, MARINE FIRE EXTINGUISHING www.dbmarine.co.k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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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oler.co.kr

POCHEON-SI, GYEONGGI /
+82 31 532 9667
GANGSEO-GU, BUSAN /
+82 51 831 5886

GANGSEO-GU, BUSAN /
+82 51 205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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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KWIN. CO

Cable Winch, Windlass, Mooring Winch, Capstan, etc.

www.deckwin.com

YEONGDO-GU, BUSAN /
+82 51 405 7890

DHMC Co., Ltd.

Rudder, Block, etc.

www.dhmc-rudder.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46 3663

D-I Industrial Co., Ltd.

Marine transmission, Steering system, P.T.O.

www.d-i.co.kr

JINJU-SI, GYEONGNAM /
+82 55 760 5500

DINGJIN MPTECH

Part for Marine Engine, Shaft System

DK-Lok Corporation

Instrumentation fitting & valve

www.dklok.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38 0114

DMC Co., Ltd.

Offshore cranes, Deck cranes, Floating cranes

www.dongnam-crane.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720 3000

DNP Co., Ltd.

Accommodation system

www.dnp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4551

Dong Hae M-Tech Co., Ltd.

Grab bucket, Orange grab, Motor grab, Wood grab, etc.

www.east-sea.co.kr

SEO-GU, INCHEON /
+82 32 583 8061

Dong Kang M-Tech Co., Ltd.

Water jet, Night navigator

www.dkmtech.com

GANGNAM-GU, SEOUL /
+82 2 553 0181

Dong Woo Machinery &
Engineering Co., Ltd.

Engine room overhead crane, F.O hose handling davit, etc.

www.hanyang-p.co.k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95 3261

Dong-A Valve Ind. Co.

Low & high pressure valves, Flap check (duo-check) valve, etc.

http://donga-valve.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1500

DONGHWA ENTEC

Heat exchanger, Plate cooler, etc.

www.dh.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0 1035

DongHwa Pneutec Co., Ltd.

Air/gas compressor

www.dhkomp.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4 4800

Doosan Corporation Mottrol

Marine Equipment

CHANGWON-SI, GYEONGNAM

DRB Holding Co., Ltd.

Marine rubber fender, Industrial rubber sealing & gasket, Industrial rubber www.drbworld.com
track, Rubber damper

YEONGDEUNGPO-GU, SEOUL /
+82 2 2168 9133

Duksung ENG

Marine Equipment

DONG-GU, BUSAN

ELSCOM Inc.

Explosion Proof Products, AMP Plug & Socket·COS, Disconnectors, www.elscom.co.kr
Insulators, Switch Gear Components, Solar Module Monitoring System

SASANG-GU, BUSAN /
+82 51 329 8990

EMERSON PROCESS
MANAGEMENT MARINE
SOLUTIONS KOREA CO., LTD.

Valve Remote Control Systems (Cargo Monitoring Systems, Ballast Tank www.emersonprocess.
Measurement Systems, Fuel Integrity Systems)
com/mtm

SAHA-GU, BUSAN /
+82 51 602 5570

Enercon co., Ltd.

Marine Electro-Hydraulic/Hydraulic Rotary Valve Actuators, Marine Hydraulic
Linear Valve Actuators, Marine Electric Valve Part/Multi-turn Actuators,
Marine Pneumatic Valve Part/Multi-turn Actuators, etc.

BUK-GU, BUSAN /
+82 51 516 6669

ESAB SeAH Corp.

Flux cored wire

FLUTEK, Ltd.

Axial piston pumps, Axial piston motors & reduction gear, Electro-hydraulic www.flutek.co.kr
steering gear, Deck machinery, Staffa motor, ECO servo

CHANGWON-SI, GYEONGNAM /
+82 55 570 5700

FRIEND CO., LTD.

Engine valve spindle, Cable tray

www.thefriend.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4 7900

G.S HIGH-TECHER CO., LTD.

Air vent head, Convex coupling

http://gshightecher.
koreasme.com

MIRYANG-SI, GYEONGNAM /
+82 51 832 0456

GASTRON CO., LTD.

Installation-Type Detector, Portable Gas Detector, Acid Leak Detecting Paint, www.gastron.com
Alarm Signalling

GUNPO-SI, GYEONGGI /
+82 31 490 0800

GHI Co., Ltd.

Adhesive, Rust inhibitor, Coating

BUK-GU, ULSAN /
+ 82 52 297 2259

GMB (GENERAL MARINE
BUSINESS INC.)

Marine system (ship shore comm. system, emergency shutdown system, etc.), www.gmbmarine.com
Defense eng. (control & monitoring system integration, etc.), Manufacturing
& services (new shipbuilding, module production)

ULJU-GUN, ULSAN /
+82 52 254 5215

GS-Hydro Korea Ltd.

Flare flange system, Retaining ring system

www.gshydro.com

GANGSEO-GU, BUSAN /
+82 51 290 2000

HAE WON INDUSTRIES CO.

SEALING RING, MOUNTING TOOL, ACTUATOR, AIR CYLINDER

http://haiwon1.koreasme.com SAHA-GU, BUSAN /
+82 51 831 4600

GIMHAE-SI, GYEONGNAM /
+82 55 720 7000

www.esab.co.k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89 8111

www.eghi.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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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UK POWERWAY CO.,
LTD.

Rudder Assembly

www.haedukpw.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0101

Halla Industrial Co., Ltd.

Non seal canned motor pump, Gear pump, Electronic Beam Weld

www.hallaiq.co.kr

SAHA-GU, BUSAN /
+82 51 264 2201

HanJo Co., Ltd.

Air filter, Lubrication oil filter, Fuel oil filter, Filter elements, Fuel pipe

www.hanjoms.co.kr

YEONGDO-GU, BUSAN /
+82 51 414 7201

HanKuk Miboo Co., Ltd.

Spiral duct, Cold chamber, Deck covering, Level gauge, Level switch

www.hankukmiboo.co.kr

SAHA-GU, BUSAN /
+82 51 263 3621

Hanla IMS Co., Ltd.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Valve Remote Control System, Cargo www.hanlaims.com
Monitoring System, Tank Remote Sounding System, etc.

GANGSEO-GU, BUSAN /
+82 51 601 7000

HANSAE CO., LTD.

Bronze & Bronze-Allied Pipe, Welding Equipment, Marine & Shipboard Cable www.hansaeglobal.com
(PVC Insulator wire, Rubber, etc.)

ULJU-GUN, ULSAN /
+82 52 258 0684

HANSHIN ELECTRONICS CO.,
LTD.

Public address sys., Telephone sys., etc.

www.ehanshin.com

YEONGDO-GU, BUSAN /
+82 51 412 5551

HANSUN ENGINEERING

Tube Fittings, Pipe & Weld Fittings, Valves

www.slok.co.kr

GANGSEO-GU, BUSAN /
+82 51 899 6771

HANWOOL H&P CO., LTD.

Hydraulic Hose Ass'y, Hose Coupling, Hose Ass'y Subsidiary Materials

www.ihose.co.kr

YANGSAN-SI, GYEONGNAM /
+82 55 375 7401

HDM TECH Co., Ltd.

Marine telephone system, Public address system, Communal aerial system, www.hdm-tech.com
Marine CCTV system, Marine clock system, Anemometer system, Rudder
angle indicator system, Temperature sensor, Pressure sensor

GEUMJEONG-GU, BUSAN /
+82 51 521 2883

HEARTMAN CO., LTD.

Fuel injection nozzle for marine diesel engine, Fuel injection plunger ass'y for www.heartman.co.kr
marine diesel engine, Spindle guide

GANGSEO-GU, BUSAN /
+82 51 264 8829

HHI-EMD
(Engine & Machinery Division)

Marine Engines / Components, Propeller & Shafts / Propulsion, Marine www.hyundai-engine.com
Machinery, Engine Power Plants

DONG-GU, ULSAN /
+82 52 202 7291

HI AIR KOREA Co., Ltd.

Air handling unit, Spot cooler, Refrigeration condensing unit, Fire damper, www.hiairkorea.co.kr
Provision refrigeration plant, MGO cooling system, Packaged air conditioner,
Ventilation fan, Spiral duct

GIMHAE-SI, GYEONGNAM /
+82 55 340 5000

Hi Tech Co., Ltd.

T-Bar, Gas Protection Plate

GYEONGJU-SI, GYEONGBUK /
+82 54 776 5310

HKE

Piston crown, Valve sheet, Cylinder head, Valve of engine, Auto Welding www.hk-eng.kr
(Crown valve, Valve)

YOUNGDO-DU, BUSAN /
+82 51 415 2494

HLB Co., Ltd.

Lifeboat, Life Raft, GRP rigid-type rescue boat

ULJU-GUN, ULSAN /
+82 52 240 3500

HODU Co., Ltd.

Catering furniture, Galley hood W/fire fighting, Galley E/Q (Deep fat fryer/ www.hoducompany.com
Cooking range, etc.), Machinery for workshop (Lathe, Grinder, Milling
machine), Non-slip flooring system

GANGSEO-GU, BUSAN /
+82 51 291 9512

HOSEUNG Ent. Co., Ltd.

Package unit for engine room, Tank Package Unit, Sewage Treatment System

www.hosent.co.kr

GIJANG-GUN, BUSAN /
+82 51 831 2233

HSD Engine Co., Ltd.

Marine diesel engine, Diesel engines for power generation

www.hsdengine.com/k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60 6211

HWASHINBOLT IND.CO.,LTD.

Bolts & Nuts, Washers, Rod Pistons & Extensions, Fluoropolymer Coated Stud www.hwashinbolt.co.kr
Bolt

SAHA-GU, BUSAN /
+82 51 264 2522

HWASHIN-HITECH Co., Ltd.

Bolt & Nut

www.hwashin-hitech.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1 2523

Hy-Lok Corporation

Tube fitting & valve, Double block & bleed valve, Cryogenic valve

www.hy-lok.com

GANGSEO-GU, BUSAN /
+82 51 970 0800

Hyundai Elevator Co., Ltd.

Lifts (elevator, escalator, moving walk), Logistics automation system, Parking www.hyundaielevator.co.kr ICHEON-SI, GYEONGGI /
system (automobiles, bicycles), SOC infrastructure systems (platform screen
+82 31 644 5114
door, automatic folding canopy, gap zero, etc.)

Hyundai Fitting Co., Ltd.

Flange (Slip-on, Blind, Spectacle Blind, Orifice, Lap Joint, Nipo, Compact, www.hdfco.co.kr
Welding Neck, Threaded (Screwed))

GIJANG-GUN, BUSAN /
+82 51 831 0891

Hyundai Marine Machinery
Co., Ltd.

W.O. incinerator, Aux/blower, F.D fan

SEO-GU, INCHEON /
+82 32 583 0671

HYUNDAI WELDING CO., LTD.

Covered electrode arc welding consumables, Sub-merged arc welding flux & www.hyundaiwelding.com
wire, Solid wire arc welding consumables, Flux cored wire, MIG TIG arc
welding consumables, Welding machines

GANGNAM-GU, SEOUL /
+82 2 6230 6010

I.M.E. CORPORATION

Engine Valve Spindle, Seat & Guide

GIMHAE-SI, GYEONGNAM /
+82 55 346 1127

ILJIN AND CO., LTD.

XC Network System (VolP Auto Telephone System, IP Clock System, IP CCTV www.iljinamst.co.kr
System, IP TV, etc.), CCTV System, VXT (Video Streaming compression
solution), Marine Clou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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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dboat.com

www.hmmco.co.kr

www.ime21.com

GIJANG-GUN, BUSAN /
+82 51 755-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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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HIN ENGINEERING CO., LTD.

Chemical equipment and Tanks

www.ilshineng.com

SIHEUNG-SI, GYEONGGI /
+82 31 499 4502

ILSUEUNG Co., Ltd.

Sewage treatment plant, Fresh water generator, Oil purifier (F.O/L.O)

www.ilseung.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4110

IL-SUNG IND. CO.

Hot water calorifier, Silencer (For M/E, G/E, fan), Mist eliminator, Washable air www.ilsunghs.com
filter, Pneu. fire damper (For funnel, emergency G/E room)

SASANG-GU, BUSAN /
+82 51 312 4056

Intellian Technologies

Marine Satellite TV Antenna systems, Marine Satellite Communication www.intelliantech.com
Antenna Systems, Fleet Broadband Systems

PYEONGTAEK-SI, GYEONGGI /
+82 31 379 1000

INTRA PRECISION
MANUFACTURE CO., LTD.

PISTON CROWN, CYLINDER LINER, CYLINDER COVER, CYLINDER HEAD

SAHA-GU, BUSAN /
+82 51 418 6750

JDSOLUTION CO., LTD.

High Output Directional Speaker, Ultra Directional Speaker, Marine Equipment www.jdsol.co.kr

GUEMCHEON-GU, SEOUL /
+82 1577 1435

JHK INC.

Container Fixed Fitting, Car Lashing Equipment

GIMHAE-SI, GYEONGNAM /
+82 55 346 2225

JINFLEX COMPANY

Marine Equipment

www.jinflex.co.kr

GANGSEO-GU, BUSAN /
+82 972 5167

JINSEONG LINER & PISTON

Cylinder liner, Piston

www.jinseong.com

DAEDEOK-GU, DAEJEON /
+82 42 931 8556

Jonghap Machinery Co., Ltd.

Auto Welding Equipment, Sewage Treatment System, etc.

www.jonghap.biz

YANGSAN-SI, GYEONGNAM /
+82 55 370 2600

JUNG GONG IND. CO., LTD.

Marine Window & Scuttle, Fire-Resistant Window & Scuttle, Marine Window www.jung-gong.com
Wiper, Clear View Screen, Roller Blinder

SAHA-GU, BUSAN /
+82 51 261 2911

JUNG-A MARINE

Accommodation ladder, Pilot slant ladder, Wiper, CVS, Sunscreen davit, www.jung-a.co.kr
Capstan, Al structure, Hatch, Helideck, Special product

GANGSEO-GU, BUSAN /
+82 51 831 4147

JUNGSAN ENTERPRISE CO.,
LTD.

Marine Engine Parts

ULJU-GUN, ULSAN /
+82 52 254 3290

Ju-sung Ind Co., Ltd.

Marine Equipment

ULJU-GUN, ULSAN /
+82 52 266 2501

K.C. LTD.

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 (I.C.C.P) system, Anti-fouling system www.iccp-mgps.com
(M.G.P.S), Shaft earthing device

GANGSEO-GU, BUSAN /
+82 51 250 2840

KANGNAM JEVISCO CO., LTD.

Shop primer, Anti-corrosive coatings, Anti-fouling coatings, etc.

BUSANJIN-GU, BUSAN /
+82 51 892 4221

Kangrim Heavy Industries Co.,
Ltd.

Boilers, Economizers, Inert Gas System, Inert Gas Generator, Incinerators, Air www.kangrim.com/index.
Reservoirs, Calorifiers, LPG/Ethane Tanks, Pressure Vessels, PSV SUS Tanks, htm
Bulk Mud Tanks, Reels, Upper Deck Unit, Car deck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69 7700

Kangrim Insulation Co., Ltd.

LNG Cargo Tank Insulation, LPF/LEG(Ethylene) Cargo Insulation, LNG/LPG/LEG www.kangrim.com/index2.
Cargo Pipe Insulation, Onshore/Offshore Plant Insulation, LNG Receiving htm
Terminal Insulation, Cold Provision Stores, Reefer Vessel Hod Insulation

GIJANG-GUN, BUSAN /
+82 51 220 6000

Keonchang Industry Co., Ltd.

TOP CHARGING EQUIPMENT, HOPPER & CONVEYOR, SIDE GUIDE ASS'Y

SAHA-GU, BUSAN /
+82 51 203 0161

Keum Yong Machinery Co.,
Ltd.

• MAN DIESEL - Exhaust Valve Ass'y, Hydraulic Cylinder Unit, Axial Vibration www.keumyong.com
Damper & Scraper Ring, Hydraulic Supply unit
• WÄRTSILÄ - Exhaust Valve Ass'y
• Turbo Charger Part (Bearing Casing, Insert Piece, Diffusser Ring)

CHILGOK-GUN, GYEONGBUK /
+82 54 972 7841

Key Sung Metal Co., Ltd.

Marine valve (JIS, ANSI, DIN, Cryogenic)

www.keysungmetal.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3391

Keystone Valve (Korea)

All kinds of valves for offshore and shipbuilding

http://valves.pentair.com/
valves

DONG-GU, BUSAN /
+82 51 604 7037

KHAN CO., LTD.

Engineering services, Sea-trial & commissioning service, Facility for www.khan-offshore.com
fabrication, Modification, Helideck, Derrick Ass'y

GEOJE-SI, GYEONGNAM /
+82 55 639 7604

KI-WON

Marine Equipment (Level gauge, Sight Glass, Surface Valve, Eductor, Fresh www.kiwon.com
Water Generator), Vacuum System (Single/Multi stage), Steam Jet Ejector for
Steam Power Plant

GIMHAE-SI, GYEONGNAM /
+82 55 313 9913

KLES

Smart power piping management system, GGH (gas gas heater) re-heater, www.kles.co.kr
Multi-axial pipe shock absorbing devices, Platform-supported boiler
in-furnace scaffolding and Lifting systems

YUSEONG-GU, DAEJEON /
+82 42 671 1122

KOC ELECTRIC CO., LTD.

L/V & H/V transformer (Cast Resin/Dry/Oil Immersed), UPS, Main Switch www.kocelec.com
Board, Control Console, Navigator Light, Light Signal Column, Bus Duct/Bus
Way

GANGSEO-GU, BUSAN /
+82 51 832 0550

KOKAKO Co., Ltd.

Exhaust Valve Grinding Machine

YEONGDO-GU, BUSAN /
+82 51 403 4114

www.intrapre.com

www.jungsan.com

www.jevisco.com

www.keonchang.co.kr

www.코카코.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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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CO Co., Ltd.

Engine Safety & Control System, Marine Propulsion Engine Control & www.komeco.net
Monitoring System, G/E ACS, Light Panel for Water Tight Door,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Shaft Power Meter

GIJANG-GUN, BUSAN /
+82 51 724 5070

Kongsberg Maritime Korea
Ltd.

Alarm monitoring system, Cargo monitoring system, Offshore technology

GIJANG-GUN, BUSAN /
+82 51 749 8600

KOREA FILTER CO., LTD.

Auto Filter (Ballast Water, Sea Chest Water, F.O/L.O), Strainer (Water, Oil, Y, www.korea-filter.co.kr
T, Mud Box), Con Strainer, Filter (Air Separator Elements, Hydraulic Elements),
Demister, etc.

YANGSAN-SI, GYEONGNAM /
+82 55 367 0360

KORVAL CO., LTD.

Control Valves, Regulating Valves, Heat Sensor, Shut-Off Valves

www.korval.co.kr

SAHA-GU, BUSAN /
+82 51 790 9700

KOTO Technical Co.

Maintain & repair items (All hydraulic systems, Adjust alignment, centering)

http://kotofft.com

SAHA-GU, BUSAN /
+82 51 417 8501

KSP Co., Ltd.

Exhaust valve complete, Exhaust valve spindle

www.kspvalve.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6274

KSV (Korea Special Valve) CO., Valve spindle and Valve seat for marine diesel engine
LTD.

www.ksv-valve.co.kr

YEONGDO-GU, BUSAN /
+82 51 415 4466

KT Marine Co., Ltd.

Marine Equipment

www.ktmarine.co.kr

HAEUNDAE-GU, BUSAN /
+82 51 784 6006

KTE CO., LTD.

High voltage switchboard, Side thruster, Low voltage switchboard, Side www.kte.co.kr
thruster control system, Group starter panel, Alarm monitoring system,
Electric equipment, etc.

GANGSEO-GU, BUSAN /
+82 51 265 0255

KTMI CO., LTD.

Emergency towing system, Cargo securing system, Mooring fitting

www.koreatmi.com

GANGSEO-GU, BUSAN /
+82 51 971 9911

Kuk Dong Elecom Co., Ltd.

Lighting fixture

www.kukdongelecom.com

SAHA-GU, BUSAN /
+82 51 266 0050

KUKDONG ELECTRIC WIRE
CO., LTD

All kinds of cables for offshore and shipbuilding including JIS, BS, IEC, DIN, IEEE, www.cablekukdong.co.kr
etc.

JINCHEON-GUN, CHUNGBUK /
+82 43 530 2000

KumKang Co., Ltd

Marine Valve, Valve for Engine, Air Reservoir Tank

www.kkthebest.com

SAHA-GU, BUSAN /
+82 70 4612 3211

KWANG SAN CO., LTD.

AIR VENT HEAD, EXP. JOINT, HEATING COIL, PIPE SPOOL, ETC.

www.kwangsan.com

GANGSEO-GU, BUSAN /
+82 51 974 6301

Kwang Sung Co., Ltd.

Scrubber System, SCR System

www.ikwangsung.com

GIMHAE-SI, GYEONGNAM /
+ 82 55 338 2271,2

Kwanglim Marine Tech. Co.,
Ltd.

Steel Door, Hull Aperture Blank, Radar Mast, Hi-Pressure Water Mist Fire www.klmt.co.kr
Fighting System

GANGSEO-GU, BUSAN /
+82 51 313 0055

Kyung Eun Ceramics Co., Ltd.

Ceramic packing

GIMHAE-SI, GYEONGNAM /
+82 55 345 7761

Kyungjin Shipping Co., Ltd.

Export & Import of Marine Equipment, Shipping Agent Service, Shipbroking www.kyungjinshipping.com
Service, Trading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24 4383

Kyungsung Industry Co., Ltd.

LNG carrier sus corner & anchor strips & Pipe clamp, etc.

GANGSEO-GU, BUSAN /
+82 51 831 4960

LarsLap Korea

Machine for valve lapping, Valve grinder

www.km.kongsberg.com

www.ke-ceramics.com

www.e-clamp.com

YANGJU-SI, GYEONGGI /
+82 31 855 3838

LDC CRANE SERVICE CO., LTD. Hydraulic Press (Marine Crane), Hydraulic Components (Marine Crane)

SASANG-GU, BUSAN /
+82 51 710 1883

LDC-KOREA CO., LTD.

Traders (Marine Equipment), Ship Repair

HAEUNDAE-GU, BUSAN /
+82 51 266 4037

Leeyoung Industrial Machinery
Co., Ltd.

Lashing bridge, T-bulkhead block, Covered-block, Engine casing & funnel, www.leeyoung.co.kr
Upper deck & module unit, etc.

ULJU-GUN, ULSAN /
+82 52 231 5800

LHE Co., Ltd.

Plate heat exchanger, Fresh water generator

GIMHAE-SI, GYEONGNAM /
+82 55 340 0625

LS Cable & System Ltd.

Power cable, Marine & offshore cable, Telecom cable, Submarine cable, www.lscns.co.kr
Windsol, Superconductivity

ANYANG-SI, GYEONGGI /
+82 2 2189 9114

LUXCO CO., LTD.

Electrical equipment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Magnetic products, etc. www.luxco.co.kr

SAHA-GU, BUSAN /
+82 51 260 1300

MIN SUNG CO., LTD.

Access hatch, Swing away hatch, Cable tray, Electric cable box, etc.

www.minsung.co.kr

GANGSEO-GU, BUSAN /
+82 51 305 8862

Mirae Industries Co., Ltd

Winch, Chain Stopper, Capstan

www.miraewinch.com

HAMAN-GUN, GYEONGNAM /
+82 55 587 8520

MODERN INTECH CO., LTD.

Fire retardant curtain, Mattress, Upholstery furniture, Fire retardant fabric, http://mo-dern.com
Carpet, Rubber flo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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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 (Marine Radio Co., Ltd.)

Public address system, Auto telephone system

www.mrckorea.co.kr

YEONGDO-GU, BUSAN /
+82 51 414 7891

MSL Compressor Co., Ltd.

Breathing air compressor

www.mslcomp.com

POCHEON-SI, GYEONGGI /
+82 31 541 7000

Mt.H Control Valves Co., Ltd.

Main starting valve, Crankcase relief valve, Cryogenic safety valves & control www.mth.co.kr
valve

GANGSEO-GU, BUSAN /
+82 51 974 8800

National Clamp

Vertical clamp, Horizontal clamp, Hook, Puller, etc.

www.clampimt.com

SASANG-GU, BUSAN /
+82 51 324 6015

NK Co., Ltd.

Ballast water treatment sys., CO2 sys.

www.nkcf.com

GANGSEO-GU, BUSAN /
+82 51 204 2211

NKBMS Co., Ltd.

Ballast Water-Treatment System

www.nkbms.co.kr

SAHA-GU, BUSAN /
+82 51 250 1839

NOW Co., Ltd.

Duct, Damper, Fitting, Piston, Ring, Cylinder

http://nowcan.co.kr

YANGSAN-SI, GYEONGNAM /
+82 55 387 4811

ONNURIPLAN CO., LTD.

Dust & Gas Masks, Sanitary Mask Covers, etc.

www.onnuriplan.com

BUCHEON-SI, GYEONGGI /
+82 32 681 7780

Oriental Precision &
Engineering Co., Ltd

Deck house, Funnel & engine casing

www.opco.co.kr

GANGSEO-GU, BUSAN /
+82 51 202 0101

ORION TECHNOLOGY Co.,
Ltd.

Low-Speed Engine Controller, Medium-Speed Engine Controller, Panel PC, www.oriont.kr
Monitor, PC, Pump Controller

GIMCHEON-SI, GYEONGBUK /
+82 54 434 9574

OSCG Co., Ltd.

Cable gland and accessories, GRP junction box

www.oscg.net

SASANG-GU, BUSAN /
+82 51 305 3910

OTS Co., Ltd.

Crane, Winch, A-Frame

www.otshi.co.kr

SUNCHEON-SI, JEONNAM /
+82 61 724 4100

PANASIA Co., Ltd.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level instrument, Seawater coarse filtration/ www.worldpanasia.com
Emission gas control system, Engineering services

GANGSEO-GU, BUSAN /
+82 51 831 1010

Pie Plus Co., Ltd.

Crankshaft, Rudder stock, Motor shaft

www.piplus.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9338

POSCO PLANTEC CO., LTD.

Ship block, Fin tube, Header pipe

www.poscoplantec.co.kr

POHANG-SI, GYEONGBUK /
+82 54 279 7114

PROSAVE CO., LTD.

Crankcase Explosion Relief Valve, Smart High Velocity Pressure/Vacuum Relief www.prosave.co.kr
Valve, Air Release & Vacuum Breaker Valve

GIMHAE-SI, GYEONGNAM /
+82 55 313 3511

S&W Co., Ltd.

Cam/cam shaft, Valve/seat ring, Engine bolts/nuts, Bolts

SAHA-GU, BUSAN /
+82 51 205 7411

S. A. M-Tech

Engine control lever, Engine control cable, Hydraulic steering system, Stern www.samartkr.com
drive, Helm pump, Cylinder, etc.

NAMDONG-GU, INCHEON /
+82 32 815 6314

SAMGONG CO., LTD.

Oil purifier, Ship window, Ship accommodation ladder, Cathodic protection www.sam-gong.co.kr
system, Elevator type tower gangway, Ship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Quick release mooring hook & road monitoring system

GANGSEO-GU, BUSAN /
+82 51 200 3040

www.snwcorp.com

Samin Information System Co., Eco Inspection, Eco Server Package
Ltd.

www.saminis.com

HAEUNDAE-GU, BUSAN /
+82 70 7771 2104

SAMKUN CENTURY Co., Ltd.

F.W. supply unit, BWTS, PE coating, Paint

www.samkunok.com

MIRYANG-SI, GYEONGNAM /
+82 55 338 3030

SAMWOO MCP Co., Ltd.

LNG Carrier, Offshore Plants, Ship Engine Construction Equipment (Securing www.samwoomcp.com
Device Mark III Membrane Sheet, Non-Ferrous Outfittings, Bolts)

GANGSEO-GU, BUSAN /
+82 51 780 3000

SAMYANG MARINE
EQUIPMENT CO., LTD.

Lightings, Search Lights, etc.

SAHA-GU, BUSAN /
+82 51 263 4460

SAMYANG METAL IND. CO.,
LTD.

Flanges, Fittings

www.cuniship.com

SAHA-GU, BUSAN /
+82 51 266 6655

Samyoung Machinery Co., Ltd.

Cylinder head, Cylinder liner, Piston & Carrier, etc.

www.sym.co.kr

GONGJU-SI, CHUNGNAM /
+82 41 840 3000

Samyoung M-TEK Co., Ltd.

Cable Lift, Tiller, Propeller Boss, Rudder Casting

www.symtek.co.kr

HAMAN-GUN, GYEONGNAM /
+82 55 589 7000

SAMYUNG ENC CO., LTD.

AIS/GMDSS radio equip, etc.

www.samyungenc.com

YEONGDO-GU, BUSAN /
+82 51 601 6666

Sancheong Co.,Ltd.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 Gas Mask, Filter., Protective www.sancheong.com
Suit. (Chemical, Heat proximity, Fire), Fire-Fighting Suit, Helmet, Boots,
Gloves., Resuscitator., Air Line Mask.

YONGIN-SI, GYEONGGI /
+82 31 321 4077

Sandong Metal Industry Co.,
Ltd.

Manifold, Plug valve, Choke valve, Integral fittings

www.smi-sdhitec.com

GUMI-SI, GYEONGBUK /
+82 54 472 8311

Saracom Co., Ltd.

GMDSS equipment

www.saracom.co.kr

YEONGDO-GU, BUSAN /
+82 51 6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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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a Korea Hydraulic LTD

Actuators, HPU and local control panel, Offloading systems/winches and www.scana.co.kr
mooring system/turret/swivel, etc.

GIMHAE-SI, GYEOGNAM /
+82 55 343 9007

Sejin Heavy Industries Co., Ltd.

Deck House, Upper Deck Unit, LPG Cargo Tank

www.sejinheavy.com

ULJU-GUN, ULSAN /
+82 52 231 8000

SEJIN IND CO., LTD.

Tank top unit, Module unit, Purifier unit, Supply unit, etc.

www.sejin89.co.k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39 4700

Seobu Electric Ind. Co., Ltd.

Ground Monitor

SAHA-GU, BUSAN /
+82 51 264 0670

Seoul Electric Wire Co., Ltd.

Offshore & Shipboard Cables, Standard Cable, High Voltage Power Cable, www.seoulcable.com
Nuclear Power Plant Cable

UMSEONG-GUN, CHUNGBUK /
+82 43 879 7200

Seun Electric Co., Ltd.

Battery charger, Alarm sys., Junction box, Starter panel

SAHA-GU, BUSAN /
+82 51 208 4641

Sewon Industries Co., Ltd.

High velocity P/V valve, Air vent head, Expansion joint, Flame arrester / www.sewon-ind.com
Breather valve

HAMAN-GUN, GYEONGNAM /
+82 55 580 7200

SG Safety Corporation

Inflatable rubber products, Life rafts, River boats, Fishing boats

www.sgsafety.net

PYEONGTAEK-SI, GYEONGGI /
+82 31 651 3026

Shin Heung ENG. Co.

Curtain, Upholstery, Sofa & Chair, Mattress, Carpet, Roller blind

www.shinheungeng.co.kr

GANGSEO-GU, BUSAN /
+82 51 817 6455

Shin Myung Tech Co., Ltd.

Air motor, Winch, Davit, Crane, Reel, Capstan, Pump, etc.

www.smdavit.com

YANGSAN-SI, GYEONGNAM /
+82 55 363 7091

Shin Yeong Co., Ltd.

Manhole, Access hatch

www.sy-ind.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46 0034

Shin-A Co., Ltd.

Navigational/communication equip.

www.shina-ent.com

SAHA-GU, BUSAN /
+82 51 204 6221

Shindong Digitech Co., Ltd.

Navigation & communication, Internal communication equipment, Marine www.shindong.com
information system

DONG-GU, BUSAN /
+82 51 461 5000

Shinhan Heavy Industries Co.,
Ltd.

Deckhouse, Rudder, Top Side Module, SCR

ULJU-GUN, ULSAN /
+82 52 240 5000

Shin-Hwa Co., Ltd.

Portable Tank/Painting, Support/Painting (including non-ferrous metal), Steel
Outfit/Painting, Cable Tray Packaging

GEOJE-SI, GYEONGNAM /
+82 55 636 6434

Shinshin Machinery Co., Ltd.

VID (Cooling F.W & S.W pump), EHC (Volute casting centrifugal pump), NLG www.sspump.com
(External gear pump)

GIJANG-GUN, BUSAN /
+82 51 713 0000

Shinsung Engineering
Corporation

Air Con. Plant, Ref. Plant

www.ishinsung.com

GANGSEO-GU, SEOUL /
+82 2 2600 9602

Silla Metal Co., Ltd.

Fixed pitch propeller (FPP), Controllable pitch propeller (CPP, Shafting, Stern www.sillametal.com
equipment)

GANGSEO-GU, BUSAN /
+82 51 831 5991

Simulation Tech Inc.

Voyage data recorder

www.simulationtech.co.kr

GEUMCHEON-GU, SEOUL /
+82 2 3281 0960

SKMARINTEC CO., LTD.

Electrolytic Sewage Processing Equipment

www.skmarintec.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14 4620

SMECO CO., LTD.

Piston, Piston liner

www.smecopiston.com

YEONDONG-MYEON, SEJONG /
+82 44 864 3030

SPECS Corporation

Actuator, Float Level Gauge, UV System, Oil Mist Detection System, Ship www.specs.co.kr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Shaft Torque Power RPM Meter, Bearing
Wear Monitoring System

SEONGNAM-SI, GYEONGGI /
+82 31 706 5211

STACO CHALMERS Co., Ltd.

Unit Cabin, Unit Toilet, Marine Door

GANGSEO-GU, BUSAN /
+82 51 790 0508

STACO Co., Ltd.

Wall & ceiling panel, Unit toilet

STX Engine Co., Ltd.

Marine diesel engine, Military diesel engine, power plant diesel engine, www.stxengine.co.kr
electronic communication equipment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80 0114

STX Heavy Industries Co., Ltd.

Turbocharger, Diesel engine parts, Industrial components, Shipbuilding www.stxhi.co.kr
machinery, Cargo pump system, Casting parts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80 0700

Suh Han Ind. Co., Ltd.

Cable tray and duct, Hot dip galvanizing, Ship window

www.suhhani.com

SAHA-GU, BUSAN /
+82 51 204 1920

SUNBO Industries Co., Ltd.

Package module unit, Tank top unit, E/R block, etc.

www.sunboind.co.kr

SAHA-GU, BUSAN /
+82 51 261 3454

Sungil SIM Co., Ltd.

Pipe bending, Pipe spool, Marine Engine, Gas turbine

www.sungilsim.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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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wang Bend Co., Ltd.

Butt welding pipe fittings

www.skbend.com

GANGSEO-GU, BUSAN /
+82 51 330 0200

SUNGMI CO., LTD.

Door frame, Wall panel, Ceiling panel, Door hardware, Unit toilet

www.sungmi.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29 1117

SUNG SIN INDUSTRIES CO.,
LTD.

Hatch coaming, T-bluk head block, Water mist catcher, Water separator,
Water mist catcher, water eliminator louver, etc.

Suro Propeller & Machinery
Co.

Propeller

TAE YOUNG TRADING LTD.

Receptacles & wire accessories, Flood light, Deck light, Reflector lamps, HRF www.marine-material.com
mercury lamps, Sodium lamps, Marine electrical equipment

NOWON-GU, SEOUL /
+82 2 2272 1960

TAECHANG SYSTEC CO., LTD.

Marine Equipment

SAHA-GU, BUSAN /
+82 51 264 1208

Taekyung Heavy Industries
Co., Ltd.

Stair Tower, Pipe Rack, Jacket Pile, Accelerator Equipment, Scrubber, www.tkhic.com
Condenser, etc.

CHANGWON-SI, GYEONGNAM /
+82 70 4628 8844

TANKTECH CO., LTD.

Hull Piping, Hull Outfitting, Fire & Safety

www.tanktech.co.kr

SAHA-GU, BUSAN /
+82 51 979 1600

Techcross Inc.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www.techcross.com

GANGSEO-GU, BUSAN /
+82 51 601 4700

TECHMARINE S/W CO., LTD.

Loading computer program, CAOS, Stowage program, LOFOS, LMS

www.techmarine.net

YEONGDO-GU, BUSAN /
+82 51 467 7003

TETRADYNE

Marine Monitor, Marine Panel PC

www.tetradyne.co.kr

GURO-GU, SEOUL /
+82 2 323 4972

THE SAFETY Co., Ltd.

CNG Transportation & Refilling, Fire Fighting system, Engineering for Fire www.the-safety.com
fighting system & Ballast treatment system, Annual inspection

GANGSEO-GU, BUSAN /
+82 51 4633119

TK Corporation

Butt-welding fittings, Forged fittings, Flanges

GANGSEO-GU, BUSAN /
+82 51 831 6550

TMC Co., Ltd.

Marine cables, Oil & rig cables, Onshore cables, Special cables, Optical fiber www.tmc-cable.com
cables

CHEONAN-SI, CHUNGNAM /
+82 41 589 6500

TOPSAFE CO., LTD.

High-velocity pressure vacuum valve, Breather valve, Flame arrestor, www.topsafe.co.kr
Emergency vent cover, Detonation flame arrestor

GIMHAE-SI, GYEONGNAM /
+82 55 338 9986

TTS Ind. Co., Ltd.

Cuni Pipe, Cuni Flange, Cuni Fitting

www.ttsi.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2 9977

Valmax Technology
Corporation

FGSS, LNG Bunkering System, Custody Metering System, PRS System

www.valmax.co.kr

ANYANG-SI, GYEONGGI /
+82 31 478 4020

VISER CO., LTD.

PHE Gasket, Valve seat, Dust packing, etc.

www.viser.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46 5575

WARTSILA ACCOMMODATION Unit toilet, Unit cabin, Wall panel, Ceiling panel
SYSTEMS KOREA, INC.

www.waskorea.co.kr

HAEUNDAE-GU, BUSAN /
+82 51 467 7315

WhaYoung Co., Ltd.

Fuel pump ass'y for ship engine

www.whayoung.co.kr

MIRYANG-SI, GYEONGNAM /
+82 55 359 1100

WONIL CO., LTD.

Cylinder cover, Common rail unit, Silencer, Spraying plate, Rotor shaft

www.ms-wonil.com

HAMAN-GUN, GYEONGNAM /
+82 55 585 7260

Woo Chang Ind. Co., Ltd.

STEEL DOOR, VENT, ANCHOR CHAIN STOPPER, MOORING FITTING, HATCH www.woo-chang.co.kr
COVER FITTING, ETC.

GIMHAE-SI, GYEONGNAM /
+82 55 337 1651

WOOJOO M & E Co., Ltd.

Exp. junction box, Warning alarm, etc.

SAHA-GU, BUSAN /
+82 51 200 9114

WOORI OCEANTECH CO.,
LTD.

Marine Propulsion System Sales & Distribution, Warranty & After Sales www.wooriocean.com
Service, Overhaul, Advanced Composite High Performance Patrol Craft

GANGSEO-GU, BUSAN /
+82 51 973 1280

WOOSHIN APEC CO., LTD.

Marine Lighting Fixture, LED Flood Light (Factory Light), Aluminium www.alcowall.com
Composite Panel

GANGSEO-GU, BUSAN /
+82 51 832 2000

YBC CO., LTD.

HARDWARE OUTFITTING, MARINE OUTFITTING, NEW PRODUCTS

www.byhd.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4 5000

YOOWON INDUSTRIES LTD.

Steering Gear, Filter, Deck M/C, Console Unit, Fin Stabilizer

www.yoowonind.com

SAHA-GU, BUSAN /
+82 51 205 8541

You Jeon Industry Co., Ltd.

Marine engine parts, Engine bed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97 2121

YoungKwang Machine Co.,
Ltd.

Module Unit for Shipbuilding, Reliquefaction Skid, Pipe Spool and Accessories, www.ykmc.com
Processing & Fabrication of Machine

GYEONGJU-SI, GYEONGBUK /
+82 54 776 6456

Younglim Timber Co., Ltd.

Wood Fire Retardant, Flooring Board, Furniture, Wood for Interiors

NAMDONG-GU, INCHEON /
+82 32 811 9051

GYEONGJU-SI, GYEONGBUK /
+82 54 776 6441
www.suropump.co.kr

www.msbkorea.com

www.tkbend.co.kr

www.wjme.com

www.younglim.com

YEOUNGDO-GU, BUSAN /
+82 51 41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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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building Statistics

Korean Shipbuilding Performance
- New Orders
Year

Export

Domestic

Total

No.

G/T

No.

G/T

2008

453

33,161,670

14

2009

52

3,940,108

2

2010

306

18,324,410

14

579,928

2011

236

19,585,779

30

1,461,021

2012

176

11,301,795

38

1,297,848

Change (%)

No.

G/T

No.

G/T

613,080

467

33,774,750

-33.9

-32.4

29,100

50

3,969,208

-89.3

-88.2

320

18,904,338

540.0

376.3

266

21,046,800

-16.9

11.3

214

12,599,643

-19.5

-40.1

2013

377

25,797,108

30

1,715,656

407

27,512,764

90.2

118.4

2014

268

20,251,026

25

825,590

293

21,076,616

-28.0

-23.4

2015

223

20,536,389

25

1,565,828

248

22,102,217

-15.4

4.9

2016

45

3,833,300

17

845,500

62

4,678,800

-75.0

-78.8

2017

166

16,382,958

33

3,413,984

199

19,796,942

221.0

323.1

2018

212

17,923,540

41

5,356,555

253

23,280,095

27.1

17.6

- Completions
Year
2008

Export

Domestic

No.

G/T

No.

368

22,749,019

8

Total
G/T

No.

Change (%)
G/T

370,350

376

23,119,369

No.
21.3

G/T
22.0

2009

381

24,421,085

8

381,700

389

24,802,785

3.5

7.3

2010

361

25,272,842

15

1,124,172

376

26,397,014

-3.3

6.4

2011

406

28,313,470

20

1,550,670

426

29,864,140

13.3

13.1

2012

363

27.253.162

13

698,647

376

27,951,809

-11.7

-6.4

2013

282

20,036,208

19

1,188,366

301

21,224,574

-19.9

-24.1

2014

236

18,493,664

41

1,895,576

277

20,389,240

-8.0

-3.9

2015

271

19,113,560

12

884,705

283

19,998,265

2.2

-1.9

2016

290

22,115,204

24

1,016,232

314

23,131,436

11.0

15.7

2017

238

19,641,516

29

1,805,993

267

21,447,509

-15.0

-7.3

2018

150

12,816,867

21

793,422

171

13,610,289

-36.0

-36.5

- Order Book
Year

Export

Domestic
G/T

No.

1,673

117,669,312

17

2009

1,336

95,668,652

2010

1,048

74,716,300

2008

No.

Total
G/T

No.

Change (%)
G/T

No.

G/T

117,669,312

10.9

13.9

635,680

1,690

16

598,480

1,352

96,267,132

-20.0

-18.2

71

5,959,168

1,119

80,675,468

-17.2

-16.2

2011

878

67,241,511

63

4,518,061

941

71,759,572

-15.9

-11.1

2012

674

51,118,160

81

4,484,009

755

55,602,169

-19.8

-22.5

2013

790

58,442,557

87

4,989,704

877

63,432,261

16.2

14.1

2014

831

60,153,272

60

3,169,222

891

63,322,494

1.6

-0.2

2015

675

55,774,381

57

2,954,218

732

58,728,599

-17.8

-7.3

2016

414

38,299,862

48

2,404,828

462

40,704,690

-36.9

-30.7

2017

341

32,397,108

59

4,738,884

401

37,203,992

-13.2

-8.6

2018

399

37,215,696

72

9,128,079

471

46,343,775

17.5

24.6

Source: Korea Offshore & Shipbuilding Association (KOSH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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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Equipment Statistics

Korea Marine Equipment Status
Member Products (As of: Dec. 31, 2018)
Department

No.

Propulsion Arrangement

5

Department

No.

Safety Equipment

9

Auxiliary Arrangement

60

Outfitting

17

Piping Equipment

29

Electric / Electronics

40

Mooring/Cargo Arrangement

17

Others

24

Nautical Equipment

11
Total

231

Accommodation Equipment

19

Members Location (As of: Dec. 31, 2018)
(Unit: No. of Companies)

Seoul: 8
Chungbuk: 2
Incheon: 5
Gyeonggi: 14
Chungnam: 3
Sejong: 1
Daejeon: 2
Jeonam: 1

Gyeongbuk: 8
Daegu: 1
Ulsan: 11
Busan: 123
Gyeongnam: 52

Source: Korea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KO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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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Equipment Statistics

⦁

Marine Equipment Production & Supply

- By Category

(Unit: \ Mil.)
Product

Dept.

Item

Hull

Chemical Product

2016

2017

2015

2016

2017

48,921

45,697

41,908

49,063

44,469

40,782

Welding Material

247,105

264,125

242,225

244,291

227,259

208,416

Casting & Forging

304,290

203,451

186,582

342,109

297,432

272,770

47,342

56,124

51,470

44,209

48,101

44,112

Metallic Product

647,658

569,397

522,185

679,600

617,261

566,080

Propulsion Arrangement

3,294,869

3,142,891

2,882,294

2,834,230

2,552,582

2,244,677

Auxiliary Arrangement

1,032,422

1,321,405

1,211,839

987,670

1,214,300

1,067,825

Sub Total

4,327,291

4,464,296

4,094,133

3,821,900

3,766,882

3,312,502

Sub Total
Engine &
Machinery

Outfitting

Steering Arrangement

63,785

61,489

56,390

61,123

67,654

57,475

Nautical Equipment

49,090

54,026

49,546

48,930

51,500

43,752

Mooring Arrangement

200,653

221,337

202,985

197,450

234,104

198,882

Cargo Arrangement

509,707

519,424

476,355

508,237

529,684

449,991

Safety Equipment

196,096

201,435

184,733

184,458

198,762

168,858

1,866,048

1,447,275

1,327,272

1,734,532

1,600,746

1,359,908

Piping Equipment

663,291

725,842

665,658

600,747

842,601

715,828

Fish Arrangement

1,381

896

822

1,123

1,004

853

3,550,051

3,231,724

2,963,761

3,336,600

3,526,055

2,995,547

234,291

275,119

252,307

217,098

266,419

226,881

Accommodation Equipment

Sub Total
Electric /
Electronics

Power Arrangement

909,844

912,346

836,698

826,734

840,299

715,596

Illumination Arrangement

166,778

148,195

135,907

154,678

145,147

123,607

Communication Equipment

66,289

61,395

56,304

64,971

60,007

51,101

Wiring Equipment

198,890

200,119

183,526

186,719

213,104

181,479

Sub Total

1,576,092

1,597,174

1,464,742

1,450,200

1,524,976

1,298,664

Total

10,101,092

9,862,591

9,044,821

9,288,300

9,435,174

8,172,793

Meters

⦁

Supply

2015

Marine Equipment Export Status
First half of the year

2,500

Second half of the year

2,251
1,843

2,000
1,031

1,560

1,500

981

0

934

825

1,000
500

1,909

1,220

2012

735

862

2013

2014

976

2015

Total
(Unit: US$ Mil.)

1,447

1,329

1,298

705

661

654

742

668

664

2016

2017

2018

Source: Korea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KO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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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First Half

1,220

735

862

976

742

668

644

Second Half

1,031

825

981

934

705

661

654

Total

2,251

1,560

1,843

1,909

1,447

1,329

1,298

Health Plaza

갑자기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협심증의 종류
협심증은 3가지 (안정형, 불안정형, 이형성)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정형 협심증’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협심증이다. 주로 계단을
오르거나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거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통증이 초래된다. 이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함에 따라 혈액 공급이 감소해
발생하며, 대개 통증을 예측할 수 있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죽상경화 병변이 파열되면서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증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흉부의 통증이 일반적인 협심증보다 더 심해지고 오래 지속된다.
이전보다 심해지고 오래가는 가슴 통증, 쉬고 있을 때도 생기는
가슴 통증이 있으면 이 유형의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한다.
불안전형 협심증은 ‘심근경색’의 전단계이므로 병원을 즉시 찾아야 한다. ‘이형성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일시적인 경련에 의해 유발되며, 대개 휴식 중에 발생한다.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 주로 남성에게 잘
발생하며 매우 고통스러운 통증이 따른다.

활동 중에 잘 발생하는 협심증
호흡 곤란, 가슴 통증이 나타날 경우 의심해봐야
일반적으로 협심증은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처럼 신체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주로 발생한다. 가슴
중앙에 묵직한 압박감,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등이 나타난다. 통증이 가슴 아닌 등이나 팔, 턱으로 뻗치면서
발생하며 호흡곤란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10분 이내로 안정을 취하면 사라진다.

협심증 치료법
협심증은 흡연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비만과 운동부족 등의 경우에 발병하기 쉽다. 따라서 협심증 환자는
적정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체중 관리와 적정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생활습관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시행한다.
금연은 필수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좁아진 관상동맥의 부위를 우회해 대동맥과 관상동맥을
이어주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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