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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변화와 혁신으로 코로나19 파도를 넘어
조선기자재산업 발전의 새지평 열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치사슬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호일

존경하는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가족 여러분!
신축년 (辛丑年) 소의 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도
전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2019년 대비 33.9% 급감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저유가와 물동량 감소,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이 급감하는
한편 신규영업을 위한 국가 간 이동마저 막혀 산업계의
위기감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막판 뒷심을 발휘하여 2020년도 전세계 수주량의
42.6%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세계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블루오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릴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정책이 더욱더 각광
받으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및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조선 3사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QP와
2020년 상반기에 슬롯계약한 100여척 (총23조6,000
억원)의 카타르 LNG 운반선 계약도 본격화되어 건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KOMEA는 격변하는 세계 조선해양기자재 시장 질서
속에서 국내 조선해양산업계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장진출 전진기지로서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정되었던 해외 유명 전시회 한국관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쉽게도 취소되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화상상담회, 온라인 전시회를 주관하여
KOMEA 회원사 등 국내 조선해양기자재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일조했습니다.
KOMEA는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27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선해양기자재 해외
시장 개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거점기지 구축·운영 (중국 상해, 싱가포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그리스 아테네 등
5개기지)외에 사우디아라비아 거점기지 설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최종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9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현재 KOMEA의 글로벌 5개 해외거점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
해양기자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실적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2021년 구축될
사우디아라비아 거점기지를 통해 중동권역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대중공업과
협력하여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글로벌
마케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효과 극대화와 더 나아가 국내 조선소와 해외
바이어에게 우리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및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에 더욱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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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위기극복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 해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과장 이상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선해양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박 의장품, IT 융복합기자재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선해양산업 뿐만

정부는 이러한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아니라 우리 경제 역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제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달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등 선박배출
온실가스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과

기업인과 근로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말씀
드립니다.

친환경 선박 실증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등 미래

지난해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발주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에서

시장을 주도할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업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42.6% (‘21.1.5, 클락슨리서치 기준)를
기록하며, 조선업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에 따라, 금년에는 ‘한국형 LNG 화물창 고도화 기술
개발’ 등 핵심 전략품목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LNG 운반선, VLCC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고하고,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 및
건조 (‘21.2~‘22.12)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19 및 원자재 가격상승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선박 발주가
재개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발주심리 개선 등으로
클락슨에서는 ‘21년 글로벌 발주가 ‘20년 보다 23.7%
증가한 2,38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3사가 카타르와 체결한 165
억불 규모의 LNG선 슬롯계약 (‘20.6.1)의 발주 계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조선업계 역시 산업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양환경규제 시행과
함께 LNG 선박 수요가 증가하여 LNG 기자재,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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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기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중동지역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지역에 해외거점기지를 추가
(5→6개소)하여 안정적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박 기자재의 친환경, 스마트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업계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나아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조선해양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업계와의 애로사항 등 의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alysis & Outlook

2020년 조선산업 실적 및
2021년 전망
2020 Korean Shipbuilding Status & 2021 Outlook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병철

□ 2020년 세계 조선해양산업 현황
IMF는 지난 10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6월 전망 대비 0.8%p 상향한
-4.4%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며 상반기 큰 폭의 경기 위축을
예상했던 이전 전망 대비 미·유로존의 2
분기 GDP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소폭
상향하였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분기 들어 회복세는
다소 약화되었다.

<표1> 세계 조선시장 변화 추이
구분
발주량
수주국
수주량
(점유율 %)

2019년

35,104
중국

2020년

29,100

19,241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13,413 10,816 6,997

9,802

9,832

5,043

8,186

7,928

1,375

(30.8)

(33.7)

(33.8)

(17.3)

(42.5)

(41.2)

(7.1)

한국

(38.2)

일본

(19.9)

자료: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1.1)

<표2> 세계 신조선 선종별 발주량
구분

2020년 해상물동량 증가율은 전년 (0.9%)
대비 3.7%p 감소한 -2.8%를 기록했다.
클락슨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
따라 해상물동량 증가율이 -5.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후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19년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해상물동량 증가율이 급감한 것을
감안할 때 2020년 체감경기는 바닥 수준에
머물렀다.

2018년

(단위 : 천CGT, %)

2019년

2020년

증감률

척

천CGT

비중 (%)

척

천CGT

비중 (%)

(CGT 기준)

탱커

229

6,084

20.9

187

5,245

27.3

-13.7%

벌커

355

7,080

24.3

181

3,300

17.2

-53.4%

컨테이너선

116

3,446

11.8

89

3,621

18.8

4.9%

LNG선

60

4,487

15.4

53

4,311

22.4

-3.8%

LPG선

64

1,225

4.2

41

844

4.4

-31.1%

크루즈선

40

3,063

10.5

5

116

0.6

-96.1%

기타

381

3,715

12.8

182

1,804

9.4

-51.7%

합계

1,245

29,100

100

738

19,241

100

-33.9%

자료: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1.1)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지난 4월 WTI 기준 배럴당
18.8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와 달러화 약세 심화 등의
요인들로 상승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말 기준 배럴당 48.5달러로
2019년말 (61.1달러) 대비 약 20%
하락하였다.

<표3> 세계 신조선 발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구 분
발주량
건조량

2020년

척수

천CGT

척수

천CGT

척수

천CGT

35,104

1,245

29,100

738

19,241

(16.8%)
1,379

(증감률)
(증감률)

2019년

1,426

(증감률)

수주잔량

2020년 전 세계 발주량은 1,924만CGT로
전년 대비 33.9% 급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된 2009년

2018년

31,095

(-17.1%)
1,519

(-8.6%)
3,756

87,842
(1.0%)

33,645

(-33.9%)
1,312

-8.20%
3,376

81,512

28,688
(-14.7%)

2,755

(-7.2%)

70,853
(-13.1%)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1.1)
주 : 증감률은 CGT 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주잔량은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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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만CGT)의 발주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4.9%)를 제외한 전 선종이 전년 대비 발주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6년 이후 호황세를 지속했던 크루즈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수요 급감으로 주요 선종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전년대비 96.1% 감소하였다.
저유가 지속에 따라 해양플랜트 발주 시장 또한 침체를 지속했다. 우리나라 주력선종인 FPSO 발주는 전년 (11척) 대비
72.7% 감소한 3척 발주에 그쳤다. Drillship의 경우 2014년 이후 발주가 전무한 상황이다.
선가 하락도 가속화 되었다.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2020년 12월 기준 125.6포인트로, 2016년 12월 122.5포인트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20년 전 세계 건조량은 전년대비
14.7% 감소한 2,869만CGT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다수의 국가에서 조선소 내 확진자
발생 및 봉쇄조치에 따른 인력·물류
이동제한으로 공정지연이 발생하였다.
2분기 이후 조선소 측 공정지연
문제는 점차 완화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주처의 자금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발주처측 계약변경
(인수연기 등)에 따른 인도지연 사례가
증가하였다.

<표4> 국내 조선사 수주량 추이

1. 수주실적
2020년 국내 조선산업은 전 세계
선박발주 1,924만CGT 중 819만CGT
(42.6%)를 수주하며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였다.
국내 조선산업은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운반선 등 주력선종 발주부진으로
상반기까지 수주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하반기 부터 주력선종 발주가
재개됨에 따라 집중수주하여 중국과
점유율 격차를 좁혔다.
* ‘20년 수주실적 (만 CGT) :
(1~6월) 韓 135, 中 408
(7~12월) 韓 684, 中 385

척

2020년
천CGT

척

(CGT 기준)

1/4 분기

48

2,058

20

550

-73.3%

45

1,746

21

795

-54.5%

3/4 분기

63

2,227

54

1,735

-22.1%

4/4 분기

75

3,770

92

5,106

35.4%

합계

231

9,802

187

8,186

-16.5%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1.1)

<표5> 국내 조선사 선종별 수주량
2019년
척

천CGT

2020년
비중 (%)

척

천CGT

증감률
비중 (%)

(CGT 기준)

벌커

2

62

0.6

-

-

0

-100.0%

컨테이너선

30

1,265

12.9

21

1,225

15

-3.2%

탱커

106

3,060

31.2

100

3,112

38

1.7%

LNG선

47

4,037

41.2

36

3,083

37.7

-23.6%

LPG선

21

541

5.5

14

279

3.4

-48.4%

Drillship

-

-

0

-

-

0

-

FPSO

1

58

0.6

-

-

0

-100.0%

FSRU

-

-

0

-

-

0

-

기타

24

779

7.9

16

487

5.9

-37.5%

합계

231

9,802

100

187

8,186

100

-16.5%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1.1)

<표6> 국내 조선사 건조량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척

천CGT

척

천CGT

(CGT 기준)

1/4 분기

73

2,802

58

2,030

-27.6%

2/4 분기

58

2,330

55

2,457

5.5%

3/4 분기

57

2,829

62

2,740

-3.1%

4/4 분기

39

1,589

35

1,574

-0.9%

합계

227

9,550

210

8,801

-7.8%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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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천CGT

2/4 분기

구분

□ 2020년 국내 조선해양산업 현황

2019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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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 12월에는 대형LNG
운반선 21척 중 21척 (100%), VLCC
6척중 6척 (100%), 대형컨테이너선
16척 중 10척 (62.5%)을 수주하며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한 수주의 질
(質) 측면에서도 경쟁국 대비 우위를
나타냈다.
2. 건조 및 수출실적
2020년 국내 건조량은 전년대비 7.8%
감 소 한 8 8 0 만 CG T 를 기 록 하 였 다 .
조선소의 강화된 방역조치와 정부의 해외
물류 이송 및 인력 입국 지원 결과,
조선소측 생산차질은 미미하였다. 다만,
발주처측 인수연기에 따라 일부 호선의
인도가 이월되며 건조량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선종별 건조량은 탱커의 비중이 38.8%
( GT 기 준 ) 로 가 장 높 았 으 며 , 이 어
컨테이너선 32.1%, LNG선 15.4%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내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197.7억불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11월말
기준 전 세계 건조 선박의 33% (척수 기준,
클락슨)가 인도지연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소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로 전년대비 수출량
소폭 감소에 그쳤다.

<표7> 국내 조선사 선종별 건조량
구분

2019년

2020년

척

천GT

비중 (%)

척

천GT

비중 (%)

6

1,010

4.7

11

1,442

8.6

벌커
컨테이너선

39

4,545

20.9

51

5,357

32.1

탱커

125

11,748

54.1

102

6,482

38.8

LNG선

26

2,995

13.8

30

2,575

15.4

LPG선

11

501

2.3

9

381

2.3

Drillship

2

134

0.6

-

-

-

FPSO

-

-

-

-

-

-

FSRU

-

-

-

-

-

-

기타

18

766

3.5

7

468

2.8

합계

227

21,698

100.0

210

16,706

100.0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1.1)
주 : 선종별 건조량은 CGT 단위로 제공하지 않아 GT로 대체

<표8> 연도별 조선산업 수출실적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e

수출액 (백만불)

34,268

42,182

21,275

20,159

19,765

점유비 (%)

6.9

7.4

3.5

3.7

3.9

국가 총 수출액

495,426

573,694

604,860

542,233

512,848

천CGT

(CGT 기준)

자료 : 무역협회, MTI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준

<표9>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 추이
2019년

구분

2020년

증감률

척

천CGT

척

3월말

461

22,254

446

21,460

-3.6%

6월말

448

21,670

412

19,798

-8.6%

9월말

454

21,069

403

18,708

-11.2%

12월말

490

23,250

457

22,160

-4.7%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1.1)

3. 수주잔량
2020년 12월말 기준 국내 수주잔량은
전년말 대비 4.7% 감소한 2,216만CGT
를 기록하였다. 발주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3분기까지 수주잔량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나, 4분기 집중수주에 따라
이전의 감소폭을 일부 상쇄하였다.
선종별로는 최근 3년 내 탱커, 벌커,
컨테이너선 등 전통적 범용상선 (Volume
Market)의 발주부진 및 가스운반선 수주
호조에 따라 잔량 내 가스운반선 비중이
48.2%를 기록하며 전년 (45.7%) 대비
2.5%p 상승하였다.

<표10> 국내 조선사 선종별 수주잔량
구분

2019년
척

천CGT

2020년
비중 (%)

척

증감률

천CGT

비중 (%)

(CGT 기준)

벌커

20

762

3.3

9

374

1.7

-50.9%

컨테이너선

94

4,668

20.1

56

3,335

15

-28.6%

탱커

174

4,992

21.5

186

5,545

25

11.1%

LNG선

117

9,958

42.8

116

9,928

44.8

-0.3%

LPG선

27

675

2.9

33

761

3.4

12.7%

Drillship

10

436

1.9

10

436

2

0.0%

FPSO

1

58

0.2

1

58

0.3

0.0%

FSRU

1

64

0.3

-

-

-

-

기타

46

1,637

7

46

1,723

7.8

5.3%

합계

490

23,250

100

457

22,160

100

-4.7%

자료 :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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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조선해양산업 전망
IMF는 지난 10월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
(-4.4%) 대비 9.6%p 상향한 5.2%로 전망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었으나,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등에 힘입어
향후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팬데믹
전개양상 불확실성 하에서 상당한 하방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장기불황, 2016년 수주 절벽,
그리고 4년 만에 도래한 코로나發 더블딥으로 전 세계
조선소는 시장 점유율 경쟁이 아닌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경쟁 하에 있다.

* (하방위험) 코로나19 재확산,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금융여건 긴축, 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사회적
불안 확대, OPEC+ 국가간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생존을 위해 우리 조선업계는
수주감소에 의한 매출하락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한
운전자금 확보와 공공발주를 포함한 내수 확대가
절실하다. 동시에 시황 회복기 적정 인력 유지를 위한
고용지원 정책과 함께 국내 선화주 상생협력을 통한
낙수효과로 중형조선, 기자재업계 등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

2021년 해상물동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7.5%p
상향한 4.7%로 전망된다 (클락슨, 2020.11).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상품 교역의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됨에 따라 해상물동량도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범용상선 발주 부진에 따라 국내 중소형 조선소
및 기자재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황
회복기를 대비한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친환경 선박발주 및 기자재 구매지원을 통한 중소형
조선 및 기자재 업계 일감확보 지원도 중요하다.

클락슨은 지난 9월 2021년 발주량을 전년 대비
23.7% 증가한 2,380만CGT로 전망하였다. 물동량
회복과 함께 탱커, 벌커, 컨테이너선 등 전통적
범용상선 (Volume Market)의 중심의 발주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발주 지연된 물량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로 3월 전망치 대비 780만CGT (24.7%) 하향
조정하였다.

관련하여 지난 12월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21-30)을 발표했다. 본 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관공선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 총 528척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 클락슨은 영국의 대표적인 조선해운분석기관으로
매년 3, 9월 시황 전망 발표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광석 가격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2018년 톤당 60~70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말 최근
7년 내 최고가인 약 180달러까지 폭등했다. 이에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가 인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선가 회복 지연과 원가 상승 압박으로 조선소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발주 침체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상반기 이후 건조물량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선소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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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 고용인력 유지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고용안정망 구축 및 강화 또한 절실하다. 주52시간제
제도 개선으로 향후 업황회복기 대비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을 통한 내국인
기피직종 분야 인력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선박제품의 패러다임은 국제 안전 및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스마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탈탄소화 (Decarbonization),
디지털화 (Digitization)를 화두로 First Mover로서의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IT 융합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제조를 통한 생산방식 혁신,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핵심인력
확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경쟁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선도 전략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Market Intelligence

LNG추진선 교체 최대 10년 가까이 이어질 것

바이든 시대 개막, 친환경 선박 교체 시기 앞당겨진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 한국 조선업은 10년에 걸친 친환경 선박, 다시 말해 LNG추진선박으로의
교체기가 시작되었다. 오래전부터 IMO규제 등 해운업 분야의 환경규제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세계 3만 척의 중고선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대부분 LNG추진선으로 교체가 이뤄질 것이다.
하나금융투자의 ‘바이든 시대, 10년간에 걸친 친환경
선박 교체기 도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하는 주요 선종의 전체 중고선박량은 2만6천여
척이다.
이들 선박 중에서 2011년 Keel laying 기준으로
신조선 계약된 선박들은 IMO NOx Tier II (질산화물
배출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전자제어엔진 (M.A.N의 ME
혹은 Sulzer의 RT)이 탑재되기 시작한다.
이들 선박이 평균적으로 2013년도부터 인도가 됐다는
것을 가정하면 2013년부터 인도가 된 8천400여척은
추진엔진에 대한 개조를 통해 LNG추진선박으로 전환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반면 2012년까지 인도가 된 1만7천300여척의 추진
엔진은 실린더 헤드를 갖고 있는 기계식 엔진 사양이
LNG추진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중 연료 저속
추진엔진 (ME-GI 혹은 eXtreme-Duel Fuel)이 탑재
되는 신조선박으로 대체해야 한다.
1만7천300여척의 중고선박들이 앞으로 10년의 시간
동안 (IMO 2030) 전량 교체가 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1천500~1천700여 척의 신조선 발주수요가 예상이
된다.
한국 조선업의 연간 합계 선박 인도량은 지난 몇 년간
일부조선소가 폐업해 지금은 300척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평균 발주 수요에 비해 한국 조선업의 선박공급총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일본과 중국 조선업에서는 이들
선박에 대한 정상적인 건조와 인도는 사실상 어렵다.
2020년 10월 현재 한국 조선업 전체 수주실적에서
LNG추진선 수주비중은 45%에 달하고 있다. LNG
Ready 설계가 반영된 선박 수주계약까지 포함하게 되면

2중연료 저속추진엔진이 탑재되는 LNG추진선의 수주
비중은 더욱 크게 오르게 된다. 선주들이 선택하고 있는
선박의 추진기술과 선박연료는 LNG로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순수하게 LNG추진 및 LPG추진 등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저속추진엔진의 탑재가 확정된 선박의 총
수주척수는 92척이다. 이중 탱커선은 33척, 에탄올/
메탄올 운반선은 22척, 컨테이너선 17척, LPG선 13척,
벌크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각각 5척과 2척이다.
DF발전기 탑재가 아닌 2중 연료 추진엔진 (ME-GI
혹은 eXtreme DF)이 탑재되는 LNG선박까지 포함하면
한국 조선소들의 LNG추진선박의 수주비중은 2015년
10.3% 수준에서 2018년은 28.6%, 2019년에는
38.7%, 지난해는 4.9%로 매년 높아져 왔다.
하나금융투자 박무현 연구원은 “현재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상담에서 (특히 대형 조선업체) LNG추진엔진이
탑재되는 사양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2021년
한국 조선업 수주실적에서 LNG추진엔진이 탑재되는
선박의 수주비중은 사실상 100%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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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매년 4.4% 성장... 조선3사, 자율운항 기술 개발 박차

선박 무인화… 조선업계 155兆 자율운항 기술 경쟁
조선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 전세계 자율운항선박 규모가
1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 전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가 155조원으로 현재 선박 건조
시장 (1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원 세종대 교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매년
4.4% 씩 성장해 10년 후에는 기존 조선해양산업
시장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시장에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으로 대표되는
전세계 1~3위 조선업체가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도
여전히 수성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유럽의 원천기술을 도입해 부품을
조립한 후 완제품을 만드는 역할로 전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자율운항선박 시장이 도래하면 설계, 건조
능력이 아닌 신기술이 시장을 주도할 수 밖에 없다. 김
교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선 기술이 앞서는 유럽이나
미국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은 자율운항선박 연구에
착수하는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선박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운항
선박 건조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과 함께 인재육성 등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선박은 선장 주도로 효율적으로 운항하고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기계장치 관리에 있어 진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자율운항선박은 무인으로 자율운항이
가능하며 충돌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회피하고,
자율적으로 기계의 유지와 보수까지 진행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2011년 선박 엔진과 제어기, 각종
기관 등의 운항 정보를 위성을 통해 육상에서 모니터링
하고, 원격 진단 및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십을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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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선보였다. 2020년까지 총 400여 척의 스마트십을
수주한 상태다. 스마트십 수주 관련 선박디지털 지난해
목표치인 1,600만 달러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AI)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기반으로
항해자에게 위험 등을 알리는 시스템 하이나스 (HiNAS)를
25만톤(t) 벌크선에 세계 최로로 탑재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장기적으로 스마트십을 넘어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생산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정보·지능화할 스마트십
분야 연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옥포 조선소 내 에너지실험센터와 시흥 연구단지를 통해
재기화 설비 모델을 완성, 활용해 '무인선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조선사 중 가장 빠르게 자율운항선박
현실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달 거제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길이 38미터, 무게
300t급의 실제 선박을 원격·자율 운항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거제조선소와 이 곳으로부터 250km 떨어진 대전
선박해양연구센터에 설치한 원격관제센터에서 동시에
진행해 성공을 거두었다.
김 교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선두를 점하려면
데이터 분석가를 육성해 선박 건조시 물리적 모델뿐
아니라 운항 계측 데이터를 분석한 모델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이 설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조건"
이라고 조언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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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선박중개社 깁슨 연구 'LNG연료, 저유황유보다 하루 8천달러 비용 덜들어'

연료비 낮춘 LNG추진선, 새해 韓조선 선봉장
LNG 추진선 수주 전망치 (단위=척)
2021

600

1,098
950

2022

1,663
1,500

2023
한국 수주량

2,235

전체 선박 수주량

자료 = 블룸버그·클라크슨·하나금융투자

액화천연가스 (LNG)가 황 함량을 낮춘 저유황유보다
선박 연료 비용절감 효과가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루 비용 차이만 약 850만원에 달한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지역 선주와 LNG 연료
추진 VLCC 10척에 대한 건조의향서 (LOI)를 체결했다.
예상 수주액만 1조원이다.

이에 따라 LNG 연료를 쓰는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분야 세계 최강인
한국 조선업계 수혜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세계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지도
관심사다.

비슷한 시기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인 애드녹으로부터 VLCC 3척을 2,820억원에 수주
하기도 했다. 이 계약에는 LNG 연료 추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

지난 12월 20일 영국 선박중개업체 깁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이 연료로 LNG를
활용하면 저유황유를 쓸 때보다 하루 7,732달러 (약 850
만원)의 비용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유황유는
하루에 1만9,250달러 (약 2,110만원) 연료비가 드는
반면, LNG는 이보다 7,732달러 (약 850만원) 적은 1만
1,518달러 (약 1,260만원)에 불과했다. LNG 추진선은
일반 선박보다 가격이 10~20% 더 비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유황유를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연료비 차이가
상당해 10년 이상 선박을 장기 사용한다면 LNG
추진선이 더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LNG 연료
공급망이 확대되고 있어 추후 연료비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초 국제해사기구 (IMO) 환경규제 시행 이후
선사들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이 가능
하도록 선박을 개조 및 신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4월 버뮤다 지역 선사와 LNG 연료
추진 VLCC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맺었다. 국내 조선 3
사의 LNG 추진선 수주 실적은 현재까지 총 72척이다.
회사별로는 한국조선해양이 44척으로 가장 많고 삼성
중공업 20척, 대우조선해양 8척이다. 올해부터는 수주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에서 LNG 추진선
비중은 1%가 안 될 정도로 낮지만, 향후 5년 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국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암모니아 등 '100% 친환경'
연료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과도기적 대안으로 LNG
연료가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바라보는 분위기도 조선업계와
다르지 않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부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하는 선박은 모두 LNG 추진선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금년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은 전 세계 발주량
(1,098척)의 과반인 600척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1,663척 중 950척을, 2023년에는 2,235척
중 1,500척을 수주할 것으로 봤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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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경제성 제고, 국제 협정·분업의 전략적 활용, 고급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대응...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정책·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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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산업이 세계적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스마트화에 따른 국제
분업체계 변화에 적극 대비
하기 위한 장기적·거시적·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주문이 나왔다.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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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23일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1% 감소하고 3분기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국내 경기침체로 현대중공업 등
조선관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생산 위축으로
조선산업에서 정부 재정의 단기적 생산·수요 견인,
고용창출 등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국제분업체계 변화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산업은 경쟁국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거시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편익·비용비율 (BC)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됐던 대안의 경우 0.82이고 사업의
편익 (B)에서 비용 (C)을 차감한 순현재가치 (NPV)가
‘-260.2억원’ 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율운항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국비,
지방비 등이 총사업비의 77.4%를 차지해서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크고, 사업내용을 볼 때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이
지나쳐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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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한편, 현재 선박 설계에서 인공지능 (AI) 활용, 선박
건조 자동화 등으로 조선산업에서 노동절약적·기술집약적
기술진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과 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구축하는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분야로 현재 우리나라가 선도
하고 있는 LNG 선박 이후에 대비해 암모니아, 전기, 수소
전기연료전지 등 다양한 추진 에너지가 적용될 미래선박,
선도업체와 기술적 격차가 약 3년 이상인 자율운항선박,
선박 건조단가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ICT 선박
기자재를 들 수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은 이같이 경제성이 미흡해 민간의 참여와
재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면서 “ ▲ 재정사업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업 등
민간부문 사업 참여·역할 확대를 통해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라는 혁신을 담당할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야 한다”며 “▲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LNG 선박, 기자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민간 역량,
경쟁력 확보, 호혜적 국제분업 관계 활용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 조선산업의 친환경·
스마트화에 대응해 특정 기술개발과 관련된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다수의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
전체를 기획·평가·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면서
“미국의 DARPA (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벤치마크하여
다부처가 참여하는 연관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경영·기술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조직에 권한을 집중시켜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해서 부처 간·산업 간 협력·융합을 제고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Shipyard Bulletin

코로나 이겨낸 K대표기업

현대중공업, 차세대 친환경 선박기술로 미래경쟁력 높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기술 경쟁력 확보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독자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선 수주 및
수익성 개선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주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LNG)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온 게 대표적이다. 특히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새로운 선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영국 로이드선급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에 대한
기본인증서를 받았다.
현대중공업 주요 보도자료
이어 10월에는 실제 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해 한국선급과 라이베리아 기국
으로부터 기본인증을 획득했다.
또 독자적인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전기추진 선박 상용화에 나서는 등 차세대 친환경
스마트십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제조업과 ICT의 결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과 사업영역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 로봇
계열사인 현대로보틱스는 최근 KT와 5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계약을 맺고, 지능형 로봇과 자율주행 알고리즘
공동 개발에 나섰다. 또 글로벌 치킨 프랜차이즈 KFC와
손잡고 ‘치킨 튀기는 로봇’ 개발에 도전, ‘푸드 테크 (food
tech)’라는 새로운 분야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11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 (연면적 3,300㎡)의 로봇
물류시스템 데모센터를 열고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솔루션을 구현했다.
현대건설기계도 KT와 함께 5세대 (5G) 이동통신,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 ICT를 결합한 무인 지게차 및 차세대
산업차량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

현대重, 5,940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4척 수주계약
체결 (1.5)

●

현대重, 차세대 ICT 기술로 '무인지게차' 개발 (1.4)

●

현대重, 대우조선과의 합병, 5부 능선 넘었다 (12.29)

●

현대重, 아비커스 신설..자율운항 솔루션 개발 (12.22)

●

현대重, 선박 6척 1조원에 수주…한달새 3조원 (12.16)

●

현대重, 두산인프라 품었다…중후장대한 포트폴리오
(12.10)

●

현대重, 아비커스 신설..'자율운항 솔루션 개발' (12.22)

●

현대重, KT와 디지털혁신 협력성과 공유 (11.9)

●

현대重, 협력회사와 상생모델 구축 본격화 (7.9)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총 4억5,000만달러 (약 4,880억원)
규모의 미얀마 해양플랜트 수주에 성공하는 등 연말
수주전에서도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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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기술대상,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상, 세계일류상품 연달아 수상

대우조선해양,연말대외기술포상휩쓸며업계최고기술력입증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기계기술총연합회, 대한기계학회 등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기술대상, 세계일류상품, 그리고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돼 대외 기술포상을 대거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내에서 개발돼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 가운데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술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는 대한민국기술대상에 대우조선
해양이 독자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해외로 수출한 ‘DSME
1,400톤급 수출 잠수함’이 선정됐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분야 우수 기술을 선정하는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Smart Energy Saving System)’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세계일류상품으로 ‘DSME 1,400톤급
수출 잠수함’과 세계 최대 크기의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이 포함된 ‘극초대형컨테이너선’ 등 두개 제품이
선정됐다.
대한민국기술대상과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돼 2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DSME 1,400톤급 수출 잠수함’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3척을 약 1조3,000
억원에 수주하는 등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뿐만
아니라 역대 방산수출 단일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다시 세웠다. 이후 잠수함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 받아
2019년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수주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렸다.
올해의 10대 기계기술로 선정된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에는 축발전기모터시스템 (SGM, Shaft Generator
Motor)과 공기윤활시스템 (ALS, Air Lubrication
System)이 포함돼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자체 스마트십
솔루션인 DS4와 연계되어 선박의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
최고 성능을 유발하도록 개발됐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상당의 연료비 절감효과와
대응하고 선박의 전체적인
향상시킬 수 있어 선주들의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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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비 연간 약 10억원
함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관심과 설치 요청이 증가할

대우조선해양 주요 보도자료
●

대우조선해양, 세계최고수준 차세대전전기함정 개발
(12.28)

●

대우조선해양, LNG이중연료추진 VLCC 10척 건조
의향서 체결 (12.7)

●

대우조선해양, '도산안창호함' 세계 최대 잠항 지속
성공 (12.10)

●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초 조선소 안벽에서 LNG 선적
성공 (11.26)

●

대우조선해양, 3분기 영업이익 336억원…흑자 전환
(11.16)

●

대우조선해양, 쇄빙LNG선으로 2조원 수주계약
따냈다 (11.20)

●

대우조선해양, 쇄빙LNG선으로 2조원 수주계약
따냈다 (10.22)

●

대우조선해양, 카이스트와 미래기술전문가 양성 나서
(9.11)

●

대우조선해양 상반기 영업이익 3,524억원...부채비율
개선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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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15년 넘는 중고 원유운반선 1,661척에 대한 대체 물량 발주 예상

삼성重, 리비아 원유생산 증가로 수주 대박 기대감 넘실
리비아 내전이 마무리 되면서 각종 원유 시설이 정상 가동돼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자 올해 원유운반선이 대량
발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에즈막스급,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 건조에 우위를 보이는
삼성중공업은 선박 수주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2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리비아 원유생산량은 연초
하루 10만 배럴 수준에서 최근 두 달 사이 하루 120만 배럴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원유 생산량 증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리비아 지역에서 주로 운영되는 아프라막스급·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라막스급은 선박 운임, 선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하며 주로 재화 중량 8만
~11만t의 규모 선박이다. 수에즈막스급은 화물을 최대
적재한 상태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
선박을 뜻한다. 재화중량은 13만~15만톤 규모로 건조된다.

삼성중공업 주요 보도자료
●

삼성중공업은 두 선종 (선박 종류)에 대한 건조 능력과
수주실적이 우수하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원유운반선
대규모 발주에 대한 최대 수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중공업, 친환경 도장 VR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12.14)

●

삼성중공업, 세계 최초 전염병 확산 방지 선박 설계
인증 (12.10)

하나금융그룹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12월 초 기준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 건조 물량 14척을 확보했다. 이
물량은 현대삼호중공업 6척, 대우조선해양 4척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편이다. 또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전세계
에서 발주된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26척 가운데 12
척을 수주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는 리비아 원유 생산량 증가외에 수에즈막스급·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의 중고선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삼성중공업에 호재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전세계적
으로 두 선종의 중고 원유운반선은 1,661척이며 이 가운데
선령 15년을 넘는 선박은 2021년 524척, 2024년
에는 748척이 될 전망이다. 이 선박들은 강화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 (IMO) 환경규제를 준수하기가 힘든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중고선은 액화천연가스 (LNG)추진선
또는 스크러버 (탈황장치)를 설치한 신조선으로 대체돼야
한다. 중고 선박을 대체하려면 수에즈막스급·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 건조 기술과 LNG추진 기술, 스크러버 장착한

●

삼성중공업, 차세대 재액화 시스템 '엑스-렐리' 인증
(12.07)

●

삼성중공업, 2.8兆원 수주 (11.23)

●

삼성중공업, 해상풍력 부유체 설계기술 개발 착수
(10.26)

●

삼성중공업, 원격자율운항 實船 테스트 성공 (10.19)

●

삼성중공업, '탄소 제로'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 박차
(9.24)

●

삼성중공업, 업계 최초 LNG 액화 기술 선급 인증 (9.1)

●

삼성중공업, 업계 최초 3D 설계 선급 인증 기반 구축
(7.27)

신조선 건조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관련해 모든 기술을 갖춰 대규모 발주가 이어지면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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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평형수 무배출 친환경 컨테이너선 개발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11월 23일 한국선급 (KR)
으로부터 평형수 무배출 컨테이너 운반선 개발과
관련된 기본인증서 (Approval in Principal; AIP)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형수는 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게
되는 바닷물이다. 항구에서 화물 적재 시 바다에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교란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제 해양 환경규제에 맞춰 선사들은
별도의 평형수 처리장치 (BWTS)를 선박에 장착해야 해
건조 비용 증가와 화물 적재공간 축소 등 손실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현대미포조선은 고려해운, 한국선급과 함께 지난 7
월부터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는 (NO Ballasting)
친환경 컨테이너선 공동개발 프로젝트 (JDP, Joint
Development Project)를 진행해 왔다. 현대미포
조선은 고려해운에서 운항 중인 선박 6척의 최근 1년간
운항실적 자료를 토대로 화물 적재 능력, 운항 효율성

등을 심층 분석한 뒤 선체에 싣는 평형수를 고체
중량물과 이동식 영구 평형수 (Permanent Ballast
Water)로 대체했다. 평형수를 바다에 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컨테이너선 기본설계를 마친 것이다.
한국선급은 현대미포조선이 개발한 평형수 무배출
컨테이너선을 국제 규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검증해
안정성, 적합성, 타당성을 인증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세계 첫 'LNG추진 외항 벌크선' 건조
세계 최초 18만 톤급 LNG 추진 외항 대형 벌크선
2척이 지난 12월 11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명명식을 갖고 해운사로 인도됐다.
이날 명명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와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명명식은 선박에 이름을 붙여주는 전통행사로, 국내
선사인 에이치라인해운이 지난 2018년 10월 친환경
선박 2척을 발주해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이
벌크선은 ‘HL 에코호’와 ‘HL 그린호’로 각각 새 이름을
얻었다.
이번 선박은 정부의 ‘친환경 선박전환 지원사업’으로
96억원 (척당 48억원)을 지원 받아 건조됐으며, 선체의
강재와 연료탱크에 쓰인 특수강 (9% 니켈강) 모두
포스코에서 공급 받아 제작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20 I Korea Marine Equipment

전남의 대표 조선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9월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바 있으며,
중국보다 7개월 늦게 수주하고도 1개월 앞서 인도해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줬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2020년부터 황산화물
배출량을 3.5%에서 0.5%로 낮춰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제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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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무선 디지털MF/HF 송수신기 개발 상용화…'30조원 시장 본격 진출'

삼영이엔씨, 세계 첫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 구축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가 해양 디지털화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선박무선설비 디지털MF/HF의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며 연간 30조원 규모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지난 12월 22일 삼영이엔씨는 원거리 선박
무선설비 '디지털 MF/HF 송수신기 (SRD-5150)'를
개발,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중단파 (D-MF/HF) 선박국 장비

삼영이엔씨의 디지털 송수신기는 육상에서 10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도 선박의 실시간 위치 확인은 물론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제품이다. 원거리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조 활동에 필수 장비가 될
전망이다.
그간 동안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어려워 391흥진호와
같이 조업 중 북한에 나포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어선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조업어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삼영이엔씨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세계 최초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 구축하고, 원거리 조업어선 2,100
여척에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까지 단계적으로 원거리 선박무선설비를 의무설치하도록
규정을 제정했고, 장비 구입시 280만원을 국고보조로
지원한다.
올해 4월부터 원거리 해상 디지털통신망을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조업 중인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기치 못한 나포, 충돌, 전복
등의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영이엔씨는 디지털 MF/HF 송수신기 개발, 상용화에
따라 국제연합 (UN)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주도하는 해양디지털화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 조선 시장의 디지털 체계
전환 신규 시장 규모는 연간 30조원에 달한다. 한국이
주도해 개발 중인 글로벌 해양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인
국제정보유체계 (MCP) 구축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삼영이엔씨는 개발된 디지털 MF/HF 송수신기가 국내

디지털 중단파 (D-MF/HF) 해안국 장비

삼영이엔씨 (www.samyungenc.com)
1978년 설립된 동사는 선박통신장비, 항해장비, 방산장비,
기타장비(어로 및 조타장비) 등 선박전자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기업명

삼영이엔씨(주)

대표자

황혜경, 이선기

업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설립일

1978년 10월 1일

매출액

370억 3,227만 (2019.12. IFRS 개별)

종업원

277명 (2020.9.)

인증현황

이노비즈, 강소기업

전화

051-601-6666

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9 (우)49089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한 성장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디지털 MF/HF 송수신기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장거리
통신장비의 기능 및 성능 개선을 통해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e-네비게이션
사업으로 국내 의무도입이 진행중인 e-Nav 선박
단말기도 최근 개발 상용화됨에 따라 금년 디지털 MF/
HF장비와 더불어 주요 매출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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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연일 상승세... 2조원대 매출 전망

HSD엔진, 선박교체 수요에 따른 성장 수혜기업으로 부상중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2월 29일 HSD엔진에 대해
조선소의 수는 많지만, 선박엔진 제작 기업은 두 곳뿐
이라고 전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의 조선소들이 LNG
(액화천연가스)와 LPG (액화석유가스)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계약량을 늘려가고 있다”며 “여러
조선소들이 계약한 신조선 주문량에 장착될 추진 엔진을
제작하는 기업은 HSD엔진과 비롯해 사실상 두 곳뿐”
이라고 밝혔다”
박무현 연구원은 “해외에도 수많은 엔진 제작기업들이
있지만 이들 엔진 제작기업들은 해외 조선소들의 수주량과
건조량이 늘어나야 그에 따른 성장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
며 “중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LNG추진선 경쟁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조선소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추진엔진을 선택하기 때문에 조선소들에 비해
그 수가 적은 엔진 제작 기업들에게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상당한 성장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HSD엔진의 매출실적은 2019년 6,743억원
에서 2020년 8,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에는 1조원에 근접한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명목
가격이 높은 이중연료 추진엔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HSD엔진의 매출 성장 속도는 해마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SD 엔진 (www.sejinheavy.com)
종합엔진 생산전문업체로 선박엔진사업 및 디젤발전사업,
부품판매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 중임.
기업명

에이치에스디엔진(주)

대표자

고영열

업종

내연기관 제조업

설립일

1999년 12월 30일

매출액

6,742억 7,813만 (2019.12. IFRS 연결)

종업원

794명 (2020.9.)

전화

055-260-6000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9 (우)51561

그는 “여러 조선소들이 선박수주를 늘릴 때마다 결국
엔진제작 기업은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선소들은 어느
특정한 곳에서 생산되는 추진엔진만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한국 조선소의 전체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의
성장이 곧 HSD엔진의 성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결국 선박엔진의 수요를 늘리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HSD엔진의 수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연일 선박 수주 계약을 늘리고 있다.
수주계약은 사실상 거의 모두 LNG/LPG추진 사양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 건조기간에 LNG추진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방식을 선주들은 요구하고도 있다.

LNG/LPG 추진엔진은 벙커유 사용 엔진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점과 여러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ESD (Energy
Saving Devices)와 오염 저감장치 등의 부가적인
신규부품판매 사업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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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개질 수소 추출 '파나젠', 1년 시운전 후 내년 상업화

친환경 조선기자재 업체 파나시아 수소추출기 개발, ‘영토’ 확장
부산의 대표적 친환경 조선기자재업체인 파나시아가
수소산업에 진출하며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난다.
액화천연가스 (LNG)를 개질해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 이미 성공했으며, 1년 후에는 상용화도 가능하다.
파나시아는 수소추출기 ‘파나젠’ (사진)을 개발해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센터에서
시운전 중이라고 지난 11월 22일 밝혔다.
‘파나젠’은 향후 1년 정도 시운전을 통해 개질 공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 수소추출기로서의 완성도를 높인 후
2022년 초 대전 수소충전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앞서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등과 수소
생산기지 구축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파나시아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 (BWTS), 배기가스 세정
장치 등 친환경과 관련한 선박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기자재업체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최근 수 년 새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파나시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 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그렇게 수 년간
기술 개발을 통해 탄생한 것이 수소추출기 ‘파나젠’이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소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 (부생수소)를 주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수소추출기를 이용하면 LNG가
공급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곧바로 수소를 생산해
이용이 가능하다.
LNG를 개질해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파나시아만의
독점 기술은 아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기술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고, 제이엔케이히터 등
국내 타 업체도 이미 수소추출기 국산화를 성공하기도

파나시아 (www.worldpanasia.com)
선박용계측기기,레벨계측기,육상경보장치,선박구성부품 제조
등 항해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체.
기업명

(주)파나시아

대표자

이수태

설립일

1989년 10월 10일

매출액

3,284억 6,816만 (2019.12. IFRS 연결)

종업원

281명 (2019.12.)

인증현황

이노비즈, 강소기업

전화

051-831-1010

본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우)46744

했다. 그러나 파나시아는 파나젠이 경쟁사들의 수소
추출기보다 소형화·경량화 등의 측면에서 한 단계
앞서있다고 자부한다.
파나시아 관계자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수소를 추출하는
여러 공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셀 수
없을 정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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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무역의 날 1억불 수출탑 수상

삼강엠앤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로 글로벌 수출 확대
삼강엠앤티가 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아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삼강엠앤티는 국내 최초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다. 현재 후육강관, 플랜트, 해상풍력용
하부구조물, 신조선, 특수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시장조사를 통해 대만이 해상풍력 발전설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대만 해상풍력 발전 설비
하부구조물 제작을 덴마크 OPSTED사와 벨기에 JDN사
로부터 수주하게 됐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 최초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21기를
대만 장화현 해상풍력단지로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삼강엠앤티는 20여 년 간 해양부문에서 쌓아 올린
‘삼강엠앤티’의 독보적 기술력을 토대로 종속회사인
‘삼강에스앤씨’와 협업해 스틸커팅 착수 이후 9개월 만에
21기의 하부구조물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이러한 성과로
2020년 수출실적은 2019년 대비 87.1% 증가한 1억700
만불을 달성했다.
삼강엠앤티는 조선기술 부분, 해양기술 부분 연구개발
조직을 통해 기술개발에 힘쓸 뿐 아니라, 기술교육원을
통해 높은 기량의 인력을 육성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설비 구축이
예상되는 만큼 삼강엠앤티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로 전
세계로 수주 무대를 확대해나가겠단 계획이다.
삼강엠앤티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강자가 된 이유는
▲오랜 해양플랜트 설비 제작 경험과 숙련된 인력보유
▲약 30만평에 달하는 수심 10m 이상의 접안부두를 가진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삼강엠앤티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후육강관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특수선 건조에 최적화된 조선소
레이아웃, 깊은 수심 등 지리적 이점을 인정받아 2017년
12월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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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엠앤티 (www.sam-kang.com)
1999년 8월 삼강특수공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8월
1일 코스닥 상장, 2017년 방산업체(함정분야)로 지정됨.
기업명

삼강엠앤티(주)

대표자

송무석

업종

강관 제조업

설립일

1977년 3월 1일

매출액

3,845억 3,174만 (2019.12. IFRS 연결)

종업원

274명 (2020.9.)

인증현황

강소기업

전화

055-673-7014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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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인더스트리, 110억원 규모 LNG선박 기자재 계약
상상인인더스트리가 국내 대형조선소와 110억원
규모의 수출용 'LNG (액화천연가스)선 시스템 족장
기자재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해 11월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19 매출액 대비 33.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족장은 거대한 선박 블록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구조물이다. 이번 계약은
LNG선 전용 족장 제작에 대한 건으로 유라시아 지역
선주에 공급한다.
상상인그룹은 2019년 2월 170억원 규모의 대형
지지물 (SUPPORT DEVICES) 계약을 시작으로 이번
계약까지 유라시아 지역에만 누적 700억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상상인인더스트리는 앞서 선제적인 투자로 LNG선박
기자재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갖춰왔다. 올 초 대우조선
해양과 '고망간강을 재료로 한 LNG연료 추진선 (LFS,

LNG Fuelled Ship)
연료탱크 제작'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
했다. 또한 보유한 로봇
(ROBOT) 용접 기술을 향후 LNG탱크 제작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상인인더스트리는 상상인선박기계와 함께
인도네시아 LNG선박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고망간강을 활용한 LNG 탱크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원 상상인인더스트리
대표는 "국제해사기구 (IMO) 환경 규제로 인해 LNG
연료 추진 선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상인인더스트리는 일찍부터 LNG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 영역 확대를 도모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외 수주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들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에이치엘비-에스퓨얼셀, 수소선박 공동개발 업무협약체결
에이치엘비와 에스퓨얼셀이 수소선박 공동 개발에
나선다. 선박제조기업 에이치엘비와 연료전지 전문업체
에스퓨얼셀는 168kW, 252kW급 수소연료전지선박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에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수소선박은 한 번 충전으로 2시간
운행이 가능하다. 에스퓨얼셀은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PCS (Power Conversion System), 연료탱크,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을 담당하고,
에이치엘비는 선박 설계제작, 전기추진체, 선박
운영을 진행한다. 에이치엘비는 공동개발한 수소선박을
2021년까지 규제자유특구인 울산광역시에서 실증
운항을 마치고, 2023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기와 같은
장치다. 수소연료전지선박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연료 황함유량 규제와
온실가스 저감 등의
환경규제에 가장 부합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2008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도록 강제해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70%까지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정부도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는
수소 선박의 R&D 및 실증을 통해 2030년까지 상용화
및 해외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양사는 2030년까지
관공선, 유람선, 어선 등 400대 이상의 선박을 친환경
수소 선박으로 전환해 1,200억원 이상의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신규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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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대양전기공업 개발 '무인기뢰처리기-Ⅱ' 해군에 전력화 완료
방위사업청은 대양전기공업이 개발한 ‘무인 기뢰
처리기-Ⅱ’를 해군에 납품해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지난
12월 29일 밝혔다. 기존에 해군이 사용하던 무인
기뢰처리기는 해외에서 도입한 이후 장기간 운용돼
노후화 문제가 불거진 상태였다.
이번에 전력화 완료된 무인기뢰처리기-II는 2018
년부터 배치하였으며, 국내 민간의 우수한 해양로봇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여 개발된 수중 무인체계로 주요
항만, 해상교통로, 상륙해안 등에 설치된 기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무인기뢰처리기-II는 기뢰제거 함정이 음탐기로
기뢰를 탐색한 이후 투입되며, 원격조종으로 이동하여
기뢰를 식별하고, 기뢰제거용 폭약을 설치하여 기뢰를
처리한다.
기존 해외에서 도입해온 장비와 비교하면 운용시간이
증가된 것은 물론, 조류 극복 능력이 강화되어 한반도

전 해역에서 기뢰 작전을 보장하고, 무인기뢰처리기와
함정 간 연결된 케이블이 절단된 경우에도 자율항해
복귀가 가능하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후속 군수
및 정비 지원에도 유리하다.
방위사업청 원호준 무인사업부장은 “무인기뢰처리기II의 전력화로 해군의 기뢰 작전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해양 무인체계를 개발하고
전력화하여 군 전력증강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라IMS, 선박수리업 진출… 오리엔트조선 광양사업장 인수
부산에 위치한 조선기자재기업 한라IMS가 오리엔트
조선 광양사업장을 인수하며 선박수리사업에 진출한다.
한라IMS는 광양만에 위치한 오리엔트조선 광양
사업장을 인수하는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광받는 항만대기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육상
전력공급장치 (AMP)’, 밸브류, 제어계측기, LNG선
장비와 기자재 등을 ICT융합기술과 연계해 선박개조 및
수리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 양수 금액은 521억원이다. 한라IMS는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부문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뉴딜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과 ‘지역클러스터육성’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구조물 사업’과 ‘스마트항만 관련 사업’에까지 사업
부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 광양시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광양사업장은 500m 규모의 안벽과 대형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수심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선
업계로부터 벌크선·컨테이너선·액화천연가스 (LNG)선
등 중소형 선박뿐만 아니라 대형선박까지 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라IMS는 이번 광양사업장 인수 계약을 통해 선박
수리사업에도 진출한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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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IMS는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공동수조’,
부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의 ‘심해공학
수조’와 같은 조선해양환경 재현·설비 대형구조물
제작에 성공했다.
향후 글로벌 풍력발전시장 공략을 위한 구조물 제작,
스마트항만 테스트배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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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경량화' 한국카본, JEC 어워즈 수상
한국카본이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가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카본은 지난 11월 24~26일 개최된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 'JEC KOREA 2020'에서 '혁신상
(INNOVATION AWARDS) 도로운송수단 (Automotive
& Road Transportation)' 부문에 선정됐다.
해당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용 난연 유리섬유
복합소재'다.
이 소재에 대해 한국카본은 "매우 빠른 경화와 난연
등급을 만족하는 수지를 적용하고, 기계적 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를 인정 받아 각국 복합소재 관계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카본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의
경량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저렴하고 다기능성 (난연, 대량생산, 경량화)을 갖춘
동사 소재의 혁신상 수상은 의미가 크다."며, "해당
소재를 적용한 전기차 경량화 배터리 케이스의 빠른
상용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소재는 배터리 케이스뿐만 아니라 난연성과
대량생산이 요구되는 부품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널리
쓰일 수 있는 범용성 소재로 다양한 산업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능형 해양쓰레기 수거 스타트업 '포어시스' 유럽 시장 노크
지능형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스타트업 '포어시스'가
해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포어시스는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기업 디엔브이지엘 (DNV-GL)·엔지아이
(NGI)와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지난 11월 11일
밝혔다.
DNV-GL은 해양 선박 및 에너지 관련 구조물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글로벌 선급협회다. NGI는
해양 지반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다.
포어시스는 이번 협업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및 파트너 발굴에 나선다. 해양쓰레기 실태 조사
및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포집·처리방안과 관련된 기술도 분석한다. 유럽
시장에 선박 및 차단시설을 이용한 친환경 해양쓰레기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여러 연구소와의
협업을 확대해, 향후 국제공통연구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원종화 포어시스 대표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해양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관리체계 및 다양한
기술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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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A on the Move

KOMEA - LH, 러시아 극동 지역 조선해양 산업단지 개발 협력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국내기업들의 러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조선해양·수산 산업단지 개발 업무협력
MOU’를 지난 9월 23일 체결했다.
협약의 배경은 LH의 산업단지·도시·주택 개발사업
역량과 KOMEA의 조선해양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연계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내 조선해양·수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관련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연관 신규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서방국가
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기 시작하여 유가하락, 루블화
가치 폭락 등 위기를 맞이하면서 유럽국가로 형성
되어있던 기존의 선박기자재 공급망이 무너졌다. 또한
자체적 선박 부품 제조 기술 및 생산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선박 기자재를 공급 해줄 수 있는 해외
파트너와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러시아
정부는 현지화 정책을 내걸고 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내기자재 업체들의 러시아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국내조선기자재 기업들의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야말 (Yamal)프로젝트와
후속으로 이어지는 아틱 (ARCTIC) LNG-2 프로젝트의
LNG 쇄빙선, 쇄빙 LNG 운반선들의 대형발주가
밀려오는 시점에서 국내기자재 기업들이 중국과 같은
경쟁국보다 발 빠르게 러시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해양기자재, 러시아 시장 진출 가속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 중소형 선박 공동
건조를 제안했다.
KOMEA 러시아 거점기지 강남영 전문위원은 지난
12월 18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 10회 한-러
극동 포럼’에서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중소형 선박 공동 건조 제안에 이어 조선기자재 현지화
및 A/S 플랫폼 등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중 이 라 고 발 표 했 다 . 특 히 KO M E A 는 러 시 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 거점기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추가적으로 A/S
기능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러 양국은 조선해양 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단계별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1단계로 LNG 추진선용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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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의 국내 기자재를 패키지 형식으로 공급하고 2
단계로 초저온 밸브, 선박평형수처리 설비 및 선박 가구
등의 기자재를 러시아에서 생산 현지화 진행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3D모델링 공동 설계 및 공동
건조를 진행 할 계획이다.
KOMEA 관계자는 “이번 한-러 극동 포럼을 통해
중소형 선박에 해당하는 크릴새우 조업용 트롤어선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공동 설계 및 건조를 러시아에
제안하였으며, 크랩케쳐에 대한 공동 설계와 건조는
이미 제안을 하여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며 “해당 어선
공동 건조는 러시아 현지에서 블록을 제작하여
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공동 설계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우리 국내 기자재를 설계 사영에
반영하여 납품 할 수 있는 러시아 시장 진출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OMEA on the Move

KOMEA -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개발공사, MOU 체결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개발공사가 최근 한-러 조선기자재
플랫폼 사업 참여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미팅으로 진행된 체결식에는 KOMEA 강호일 이사장과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개발공사 티므로
카리토브 회장이 참석했다.
본 MOU는 러시아 연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지역 중 하나인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한국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조선산업 분야 상호 발전을 협력하기
위함이다. 협약 체결 후에는 러시아 현지 조선관련 기업
및 국내 기업이 참여한 비디오 컨퍼런스가 이어졌으며,
국내 에스엔시스 외 12개 기업과 러시아 RNK 외 9개
기업이 참가하여 양국 조선 산업의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선박의 블록공정 건조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기획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본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력제품을 소개하는 등 러시아 현지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으며, 현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향후 국내 기자재의 현지 진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KOMEA 강남영 러시아 전문가는 컨퍼런스에서
러시아 조선 산업 시장진출 전략을 소개하면서, 침체된
분위기의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에서 돌파구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러 두 나라의 조선해양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내 기업들은 선도적인 러시아 진출 전략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조선기자재 일감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조선해양기자재, 사우디아라비아 거점예산 확보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거점기지 구축·운영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거점기지
설립 예산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예산 증액은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를
넘어 많은 국회의원의 활발한 지원이 있었으며, 특히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가 소재한 지역구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한 홍보 활동이 주요했다고
KOMEA는 밝혔다.
KOMEA는 조선기자재 수출경로 다양화와 직수출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중국 (상해), 싱가포르, 그리스
(아테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점기지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약 5,200만달러
(한화 약600억)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거점기지를 추가
구축해 국내외 활발한 수출활동을 이어나갔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다각화 정책인 ‘VISION
2030'을 통해 조선 분야 육성을 위해 한국을 전략적
협력 국가로 지목하였으며, 현대중공업-사우디 아람코와
합작 조선소 건립 프로젝트 (IMI조선소) 및 LNG운반선
대량 발주 프로젝트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국내 조선
해양기자재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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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업부,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21-‘30)」 발표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정부는 지난 12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 (EU-ETS) 시행 (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다.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 (‘20.1.)한 데 이어,
금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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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70% 감축기술 개발

환경선박 전환율 15% 달성

(’25년: 40%→ ’30년: 70%)

(전환대상 3,542척 중 528척 전환)

2. 新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
- 시험·검사기준 마련
- 시험ㆍ평가 시설 구축

①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 온실가스 70% 개발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한 브릿지 (Bridge) 기술
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과,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新시장 창출

- 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 혼합연료 추진 등 저탄소 선박 기술 개발
- LNG·전기·하이브리드 추진기술 고도화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ㆍ고도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

1.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확보

또한, 그린뉴딜ㆍ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
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 LNGㆍ전기ㆍ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ㆍ
고도화 → △ 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
△ 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의 체계적ㆍ종합적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Greenship-K 기반 구축으로
2050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

3.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
중점
추진
과제

- 그린쉽 K 시범선박 건조
- 해상실증을 통한 기술검증 및 시장진입 지원

4.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 LNG선박 연료공급 확대
- 무탄소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5.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 공공부문 선제적 전환
- 민간부문 전환 확산

6.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
- 국내 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 디지털ᆞ통계기반 선박운영 체계 마련

Goverment Policies

아울러,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
저장탱크 및 연료공급ㆍ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 (‘22-‘31년, 약 9,600억원 규모)을 추진
(예비타당성 검토 예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대효과 : 친환경선박 시대 한국의 미래 모습 (2030년)
◆ 조선업 세계 수주 1위 유지
◆ 친환경선박 시장 1위 달성
* ‘20년 현재 LNG선박 수주 1위

기술
선도

→ ‘30년 저탄소/무탄소 선박 시장 수주 1위

◆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 선도로 중국과 초격차 확보

②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하여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LNG 벙커링 전용선 (∼‘22), LNG-암모니아 혼합
연료추진선박 (∼‘25)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10척
이상의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 친환경선박 도입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40만 톤,
미세먼지 3천 톤 감축
* (온실가스) ‘30년까지 40만톤,
(미세먼지) ‘30년까지 3,314톤

해양
환경
개선

아울러,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 (∼‘23), 퇴역
예정 관공선 개조 (‘22∼)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 친환경선박에 의한 환경개선 비용(사회적 편익) 효과
* 2021년∼2030년 : 1조 2,522억원,
2021년∼2040년 : 5조 8,033억원,
2021년∼2050년 : 9조 8,708억원
온실가스 배출량 (톤)

또한,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ㆍ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ㆍ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미세먼지 배출량 (톤)

환경개선 비용효과 (원)

◆ 국내 조선소 물량 확대로 신시장 창출
* 친환경선박 신조 건조 시,
조선·해운산업 매출 4조 8,563억원 창출

③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 528척 친환경선 전환, 전환율
15% 달성

◆ 친환경선박 시장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유발
* (생산유발액) 10조 9,752억원

LNGㆍ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 (취업유발효과) 취업인원 40,113명 증가

신
시장
창출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DPF)를 설치하여
개조하는 등 ‘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부산 (1조 5,288억원), 전남 (1조 1,192억원),
울산 (1조 477억원), 경남 (4,371억원) 등
조선·해운산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취업유발효과 (명)

생산유발액 (원)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통해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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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선박의 경우, 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총 140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
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통계관리의 고도화와 안전운항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대상선박 3,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30년까지 4.9조원의
매출, 11조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30년까지 약 1.3조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 (1.5조원), 전남
(1.2조원), 울산 (1조원), 경남 (0.4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약 40만 톤 (‘17년 1,181만톤
대비 3% 수준)의 온실가스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
(PM10) 저감 대책 (‘25년 감축목표 약 7,500톤)에
추가하여 약 3천 톤 (‘17년 18,936톤 대비 18% 수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④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 (‘25년 70만톤 →
‘30년 140만톤) 한다.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 연료
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
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여,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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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까지는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감축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30년
이후부터는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ㆍ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으로 해운·조선·기자재 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새 시대를 선도하는 新 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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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식 개최

5개 국적선사, 최초의 한국형 해운동맹 구성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2월 23일에
동남아항로를 운항하는 SM상선, HMM, 장금상선, 팬오션,
흥아라인 등 5개 국적 정기선사가 참여하는 한국형 해운
동맹 (이하 ‘K-얼라이언스’)을 구성하기 위해 선사 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지역에서 국적선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제시한 얼라이언스
구성 방안에 국적 정기선사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해운연합 (KSP)에 소속된 국적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사되었다.
특히, 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11개 국적선사 중 1차적
으로 한국발 동남아항로 선복량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5개 선사가 우선 참여하면서 ‘K-얼라이언스’ 정식 출범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적선사만으로 구성된
해운동맹을 맺는 최초의 시도이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6개 선사는 ‘K-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 공동운항 등에 부분적
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언제라도 정회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기존 회원사들과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한국발 동남아항로 정기선 시장에서 국내외
선사들이 보유한 선복량은 약 48만TEU로 이 중 우리
선사들은 40%에 해당하는 약 19만TEU를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선사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점차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 하에서 ‘K-얼라이언스’를 구성하게 되면 한국
해운연합 설립이후 추진한 국적선사간 노선별 중복투입
선박 감축 등 항로 구조조정과 2개 선사를 통합한 사례와
달리 보다 강화된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사간 협력을 도모하게 되며, 정해진 기간내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특히, 중복된 운항일정 조정으로 과당경쟁이 해소되고,
신규항로 개설로 운항노선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복 공유로 동남아항로 특성상 중요
요건인 운송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효율·저비용의 신조선박 공동발주, 터미널,
야적장 등 해운항만 시설 공동 계약, 컨테이너 장비 공동
사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자산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HMM, SM상선과 아시아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금상선과 팬오션, 흥아라인이 동맹을
맺게 됨에 따라 아시아역내 화물을 집하하여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등 원양항로로 운송하고, 원양항로 화물을 환적
하여 아시아역내에 분산 운송하는 상생협력 체계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얼라이언스’는 향후 필요시 아시아역내 외국적
선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디 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얼라이언스와의 협력관계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이렇게 되면
‘K-얼라이언스’는 규모화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아시아역내에 진출한 글로벌 선사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동남아항로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미참여 국적선사와도 선의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국적
선사들도 ‘K-얼라이언스’의 성과를 확인한 후 참여를
확대해 국적선사들의 규모화된 시너지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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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총 35척 현대화에 친환경선박도 10척 이상 건조

도서민의 발 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미만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21~‘25)」을 수립
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 도입 등
연안여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
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연안여객선 건조 여건을 조성하여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
년 「해운법」 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도에 「제1차 연안
여객선 현대화계획(‘16~‘20)」 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예매율이 6.5%에 불과 (‘19년도 기준)한 점 등
여러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5년간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16~‘20)」 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 연안여객선의 평균
선령을 14.5년 (‘14년 기준)에서 11.2년 (‘20년 기준)
으로 낮추는 등 여객선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하여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연안여객선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21~‘25)」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① 선박 현대화, ②
건조기반 현대화, ③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① 선박 현대화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킨다. 기존
현대화펀드는 산업은행 참여 (총 선가의 40%) 및
민간금융 (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으로 선사
부담을 크게 낮추고, 대출이자 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은 영세선사 우선 추천제도 등을 통해 지원
저변을 넓힌다.
아울러, 민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을 정부 지원 하에 개발, 연안여객선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② 건조기반 현대화
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
초쾌속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을 개발한다. 특히,
화물 (차량 등)과 여객의 승하선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종종 노출되는 차도선은 화물-여객
승하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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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선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여객선 건조 물량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
안정적인 수주 확보 및 기술축적을 위해 중소
조선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Goverment Policies

③ 서비스 현대화
여객선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부분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비정기운항이
가능한 행정선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선 내 무선인터넷 (Wi-fi) 설치, QR

이러한 과제 이행을 통해 2025년까지 ▲ 연안여객선
평균선령 10년 이하 달성, ▲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35척
이상 현대화, ▲ 친환경 연안선박 10척 이상 건조, ▲
고객만족도 평가 92점 이상 획득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드를 통한 안전장비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매표소 창구마다 키패드를
설치하여 승선권 현장 발매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자, 일반 국민들의 중요한
관광수단 중 하나이다.”라며, “연안여객선이 가지는
공공성과 대중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안전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안 해운의 비전 및 목표
비 전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 해운 서비스 제공
대체 실적

평균 선령

수송 실적

고객 만족도

2025년까지 여객선
35척 대체

여객선 평균선령
10년 이하

여객선 이용자
1,600만명
(2019년 1,459만명)

고객만족도 평가
92점
(2019년 90점)

목 표
('25년)

(2019년 11.2년)

3대 현대화 전략
선박 현대화
여객선 신규 건조 지원

추 진
전 략

건조기반 현대화
조선소 건조기술, 경험확보

서비스 현대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세부 추진과제
① 지속가능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체계 구축
② 수요지향적 이차보전사업 개편
③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국고 여객선 건조
④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촉진
① 한국형 표준선형 개발
② 표준선형 기반의 실선제작
③ 지속가능한 여객선 건조생태계
④ 친환경선박 경쟁력확보 위한 기반 조성
① 소외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 확보
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
③ 여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④ 예매, 정보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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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결과

조선해양기자재 세계일류상품 1개↑, 차세대일류 1개↑
지난해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가 주관한
202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조선해양기자재
부문에서는 엔스엔시스㈜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가 인중서를 추가로 획득하였으며
㈜아이토크콘트롤즈의 비례제어형 전동액츄에이터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세계일류상품 인증 선정 요건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마켓쉐어 5% 이상인 제품
중에서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불 이상이어야한다. 차세대일류상품은 7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5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품목 중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추천 간사기관을 맡고있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KOMEA)은 2002년부터
매년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조선해양기자재 제품을 '세계일류 상품'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84개
품목, 108개사가 현재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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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비례제어형 전동액츄에이터

에스엔시스㈜

㈜아이토크콘트롤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가 : 1개사
품목명

생산기업

비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에스엔시스㈜

'12년 선정품목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제품 (신규) : 1개사
품목명

생산기업

비례제어형 전동액츄에이터 (Modulating Electric Actuators)

㈜아이토크콘트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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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기자재 세계일류상품현황
품목선정
선정연도
2002

2003

품목명

2006

2007

2008

2009

품목선정
선정연도

생산기업 인증

품목명

인증연도

업체명

2002

두산엔진㈜

2009

선박용 기관 감시제어장치

2019

현대중공업㈜

(6000마력이상)

2002

현대중공업㈜

2010

145kV 가스절연 개폐기

2010

현대중공업㈜

2006

STX중공업㈜

선박용 냉동컨테이너 전력공급반

2010

현대중공업㈜

고압 CO₂ 소화장치

2002

㈜엔케이

이중연료 디젤엔진

2010

선박용 전선

2002

극동전선㈜

바르질라
현대엔진(유)

2002

LS전선㈜

구명정

2010

현대라이프보트㈜

2002

제이에스전선㈜

선박용 중속디젤엔진 실린더헤드

2010

삼영기계㈜

2007

㈜티엠씨

조립식 화장실

2010

스타코㈜

선박용보일러

2002

강림중공업㈜

선박용 방화문

2010

㈜코스모

조타기

2003

유원산업㈜

2016

스타코㈜

2010

비아이피㈜

2015

스타코㈜

대형엔진용 크랭크 샤프트

2005

업체명

선박용 대형디젤엔진

해상거주용 벽체판넬

2004

생산기업 인증
인증연도

선박용 동기 발전기 선박 디젤
엔진 (4행정식)

해상거주용 객실 유니트

2018

훌루테크㈜

2003

비아이피㈜

2003

스타코㈜

고액분리 자동 여과기

2010

유원산업㈜

2003

현대중공업㈜

고장력사 설치용 다심관

2010

㈜리진

2003

두산중공업㈜

선박용 실린더커버

2011

㈜한스코

2012

㈜대창솔루션

선박용 분뇨처리장치

2011

㈜일승

선박평형수처리장치

2012

㈜파나시아

2009

STX중공업㈜

2004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2011

2012

2004

STX엔진㈜

2013

㈜엔케이

2004

현대중공업㈜

2015

㈜테크로스

선박용 고정익피치 프로펠러

2004

현대중공업㈜

2020

에스엔시스㈜

선박 중형 디젤엔진용 과급기
(5,000KW급 이하)

2005

STX중공업㈜

선박용 비상발전기

2012

㈜지.피.씨

선박 중형 디젤엔진용

2006

STX중공업㈜

선박용형광등기구

2013

극동일렉콤㈜

크랭크샤프트(4행정)

2006

현대중공업㈜

2014

대양전기공업㈜

2012

선우씨에스㈜

I.C.C.P. & M.G.P.S.

2013

㈜케이씨

선박중대형디젤엔진용

2006

㈜대창솔루션

선박용 극저온 배관 보냉재

2014

강림인슈㈜

메인베어링 서포트

2011

삼영엠텍㈜

레벨모니터링시스템

2104

한라아이엠에스㈜

선박대형 디젤 엔진용 배기밸브

2006

㈜금용기계

선박 엔진용 커넥팅 로드

2014

현진소재㈜

이코너마이저

2006

강림중공업㈜

불활성가스시스템

2015

강림중공업㈜

선박용 배전반

2007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에어벤트헤드

2015

㈜광산

히팅코일

2015

㈜광산

원유 운반선용 박용펌프

2007

현대중공업㈜

에너지세이빙시스템

2015

㈜동화엔텍

선박대형디젤엔진용가이드슈

2007

신아정기㈜

판형 열교환기

2015

㈜엘에치이

선박대형디젤엔진용

2007

현대중공업㈜

피스톤 로드

2015

현진소재㈜

실린더라이너

2007

㈜케이프

다심관

2016

㈜대천

2007

STX중공업㈜

청수공급장치

2016

삼건세기㈜

선박엔진용 공기냉각기

2007

㈜동화엔텍

선박거주구

2016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대형엔진 실린더 프레임

2008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거주구

2016

신한중공업 주식회사

대형엔진 선반용 터보챠져

2008

현대중공업㈜

천연가스, 특수 고압용기

2016

주식회사 이엔케이

2010

STX중공업㈜

선박 엔진용 크로스 헤드 핀

2016

현진소재㈜

불활성가스 발생기

2008

강림중공업㈜

전자제어 선박엔진의 연료제어 장치

2016

㈜화영

전자제어식 선박엔진의 연료 공급장치

2008

㈜화영

선박용 냉장/냉동 챔버

2017

강림인슈㈜

선박용 고압트러스트 전동기

2008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고압기화기

2017

㈜동화엔텍

메탈 베어링

2017

㈜티에스피

중속디젤엔진발전설비

2008

현대중공업㈜

파이프 커플링 및 클램프

2017

㈜정우카프링

선박용소각기

2008

강림중공업㈜

밸브 스핀들

2017

㈜친구

해양플랜트 케이블트레이

2017

서한공업㈜

선박엔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2018

현대중공업㈜

2019

㈜HSD엔진

2013

2014

2015

2016

2017

선박 추진축

2009

현대중공업㈜

사이드 쓰러스터

2009

현대중공업㈜

커먼레일 유닛

2009

㈜원일

선박용중속디젤엔진피스톤

2009

삼영기계㈜

기관실용 미분무수 소화설비

2009

탱크테크㈜

조수기

2009

㈜동화엔텍

파녹스 에스씨알 시스템

2019

㈜파나시아

해상 거주용 천정패널

2009

비아이피㈜

잠수함용 연료전지모듈

2019

범한산업㈜

2018

2019

배관연결 및 누수복구 클램프

2018

㈜영남메탈

헬리데크 LED CIRCLE-H

2019

대양전기공업㈜

2010

스타코㈜

파속스 스크러버 시스템

2019

㈜파나시아

해상 거주용 욕실 유니트

2009

비아이피㈜

선박용 기관 감시제어장치

2009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유압식 윈치

2019

훌루테크㈜

비례제어형 전동액츄에이터

2020

㈜아이토크콘트롤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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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인슈㈜, ㈜동화뉴텍, 삼건세기㈜, ㈜아이에스피, ㈜OSCG

5개업체 신규로 조선·해양 우수기자재업체로 선정
우수기자재업체 추천심의위원회는 강림인슈㈜,
㈜동화뉴텍, 삼건세기㈜, ㈜아이에스피, ㈜OSCG를
2020년도 조선·해양우수기자재업체 인정서 수상
기업 (Quality Marine Equipment by Certified
by Leading Shipyards)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홍보 등

o 우수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브랜드 활용기회

마케팅 지원

o 국내·외 조선해양기자재 유망 전시회 참가시 가점부여
o 국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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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신규 5개
업체 포함해 49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추천심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형 조선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조선·해양
기자재생산기업' 인정을 통해 기업 신뢰도제고 및
해외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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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

우수기자재업체 인정서 수여식은 2월 한국조선
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총회에서 거행된다.

㈜동화뉴텍

o '조선해양의 날' 유공 대상자 추천시 가점 부여
o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총회' 유공 대상자 추천
시 가점 부여

지원

강림인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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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건세기㈜

㈜아이에스피

㈜OSCG

- 대표자 : 시종민

- 대표자 : 김동건, 권영우

- 대표자 : 강정일

- 대표자 : 오동섭

- 대표자 : 왕기형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 소재지 : 부산 강서구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 소재지 : 부산 사상구

- 설립일 : 1981. 5. 10

- 설립일 : 2002. 11. 1

- 설립일 : 1998. 2. 1

- 설립일 : 2006. 8. 14

- 설립일 : 2000. 9. 8

- 주 생산제품 :

- 주 생산제품 :

- 주 생산제품 : 선박/

- 주 생산제품 :

- 주 생산제품 :

Tank Insulation

육/해상용 컴프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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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청수공급장치

GRP Piping

Ex Cable Glands

Korea Pavilions & Consultations

코로나19 파도를 넘어 언텍트 수출상담회 등으로 돌파구
코로나19 사태로인해 지난해 예정되었던 해외유명전시회들의 취소 속에서도 KOMEA는 온라인 화상상담회 등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의 해외시장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글로벌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해외 거점기지 온라인 수출 상담회
●

싱가포르 (2020.9.1~15)
- 참가규모 : 국내업체 21개사, 해외바이어 22개사
- 지원성과 : 총 상담 80건, 상담액 71,484천USD, 총 계약추진액 17,647천USD
- 기타 :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 상담으로 개최

●

그리스 (2020.9.16~25)
- 참가규모: 국내업체 14개사, 해외바이어 19개사
- 지원성과 : : 총 상담 66건, 상담액 68,500천USD, 총 계약추진액 13,160천USD
- 기타 :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 상담으로 개최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2020.11.16~20)
- 참가규모 : 국내업체 21개사, 해외바이어 22개사
- 지원성과 : 총 상담 73건, 상담액 69,620천USD, 총 계약추진액 12,845천USD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020.12.21~29)
- 참가규모 : 국내업체 16개사, 해외바이어 4개사

●

그리스 거점기지 (2020.12.22)

- 지원성과 : 총 상담 16건, 상담액 11,565천USD,

●

러시아 거점기지 (2020.12.22~23)

●

중국 거점기지 (2020.12.25)

총 계약추진액 1,780천USD
●

브릿지 상담회

●

중국 (2020.12.28)

- 참가규모 : 국내업체 15개사, 해외바이어 50개사

- 참가규모 : 국내업체 24개사, 해외바이어 13개사

- 지원성과 : 총 상담 54건, 상담액 23,243천USD,

- 지원성과 : 총 상담 56건, 상담액 43,115천USD,

총 계약추진액 7,483천USD

총 계약추진액 5,155천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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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 해양안전 온라인 수출 상담회 (2020.11.11~12)
- 개최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참가규모 : 국내업체 23개사, 해외바이어 18개사
- 지원성과 : 총 상담 82건, 상담액 40,438천USD
- 기타 : KOE 전시회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상담회 (2020.11.24~25)
- 개최장소 : 부산항컨벤션센터
- 참가규모 : 국내업체 40개사, 해외바이어 30개사
(싱가포르 5개사, 그리스 4개사, 중국 13개사, 러시아 8개사)
- 지원성과 : 총 상담 103건, 상담액 42,318천USD
- 기타 : 해외 거점기지 조선산업 현황 및 시장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국내전시회 참가
●

Korea Ocean Expo (2020.11.11~13)
- 개최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한국관 운영 : 참가업체 11개사 15부스

해외전시회 참가
●

중소기업중앙회 2020 수출컨소시엄 사업 화상 상담회 (2020.7.24~9.4)
- 참가규모 : 국내업체 10개사, 해외바이어 24개사
- 지원성과 : 상담건수 50건, 상담액 129,900천USD, 현장 계약건수 2건, 현장계약액 1,015천USD,
계약추진건수 50건, 계약추진액 37,610천USD
* Sea Japan 취소로 인한 대체 지원사업

●

Sea Japan 2020 (2020.3.11~13)
- 코로나19로 인해 당해년도 개최 취소 및 2022년으로 연기

●

OTC 2020 (2020.5.4~7)
- 코로나19로 인해 당해년도 개최 취소 및 2021.8.16~19로 연기

●

APM 2020 (2020.9.30~10.2)
- 코로나19로 인해 당해년도 개최 취소 및 2022.3.16~18로 연기

●

POSIDONIA 2020 (2020.10.26~30)
- 코로나19로 인해 당해년도 개최 취소 및 2022.6.6~10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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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MEA 국내외 전시회 운영 계획
KORMARINE 2021
●

개최기간 : 2021.10.19 ~ 22

●

개최장소 : 부산 BEXCO

KOSHIPA, KOMEA,

●

한국관 규모 : 약 1,400 sqm, 53개사

Reed K. Fairs Exhibitions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OTC 2021
●

개최기간 : 2021.8.16 ~ 19

●

한국관 부스 규모 : 102.19 sqm

●

개최장소 : 미국 휴스턴

●

지원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참가규모 : 국내 기업 10개사 예정

NEVA 2021
●

개최기간 : 2021.9.21 ~ 24

●

한국관 부스 규모 : 108 sqm

●

개최장소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지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참가규모 : 국내 기업 10개사 예정

Marintec China 2021
●

개최기간 : 2021.12.7 ~ 10

●

한국관 부스 규모 : 556.5 sqm

●

개최장소 : 중국 상하이

●

지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참가규모 : 국내 기업 40개사 내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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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제적 지원

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3일, 5조4,100억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 대비 장기 (5∼10년)·저리 (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2,500억원, 성장기 2조4,100억원, 재도약기 7,5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1년도 정책자금은 ①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 지원강화, ②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③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한국판
한국판뉴딜
뉴딜등
등핵심분야에
핵심분야에3조원
3조원(전체
(전체57%)을
57%)을지원
지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2조6,000억원의
총액목표제를 설정하고 그 밖에 여성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4,800억원을 배정했다.
‘21년 최초 도입하는 총액 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 자금을 만들어 우선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이 아닌
자금 구분 없이 총액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해당 분야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총액 목표제 적용 분야에 정책우선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용상담 창구 운영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시 우선 기회 제공하고, 융자한도를 확대
(60억원 → 100억원) 적용할 계획이다.
①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지원 (2조원)
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 투자,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
(운전)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8,00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참여 기업, 정보통신기술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6,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과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시설도입 등에 지원하는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Net-Zero유망기업 지원자금 : 200
억원),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기술
등 그린 뉴딜 분야에 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지역균형 뉴딜 분야 지원 (6,000억원)
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로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
주력산업 (48개)과 규제자유특구 (24개) 대상 기업에 3,000
억원 지원하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 운영
(매년 100개사, 1,000억원)할 계획이다.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여성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4,800억원)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4,000억원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코로나19
코로나19극복을
극복을위해
위해기업
기업유형별
유형별맞춤형
맞춤형지원을
지원을강화
강화
2.
① 창업기업 (2조 2,500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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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1,600억원), 시니어기술 창업
(500억원),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비즈니스 등 비대면

SMEs Support

분야 창업 (1,000억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운영할 예정
이다. 일자리 창출ㆍ유지 기업, 인재 육성 기업에 5,000
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 (R&D) 기술과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해 2,900억원을 지원하고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래기술 보유기업과 고성장기업에 3,600
억원을 지원한다.
② 성장기업 (1조 9,100억원)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유통·물류시설
등 건축 비용과 그 시설 도입 후 필요한 초기 가동비를 위해
1조1,700억원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대상 기업과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성과 미래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CB), 상환전환우선주 (RCPS) 등의 인수와 회사채 발행
(P-CBO방식)을 위해 1,400억원을 지원한다.
③ 수출기업 (5,000억원)
기존 내수기업의 수출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2,500

억원을 지원하고 케이(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케이
(K)-수출 강소기업과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
억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1,500억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④ 사업전환 및 재도전 기업 (2,500억원)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인수합병 (M&A)를 통해 신규업종 추진 등 사업전환을 계획
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50억원)을 운영한다.
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운전자금에만 한정되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범위를 시설
자금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⑤ 유동성 위기 기업 (5,000억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3.비대면화
비대면화등
등수요자
수요자중심의
중심의제도
제도개선도
개선도추진
추진
3.
‘21년에는 정책자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간적 제약과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소요를 대폭 줄여
자금신청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① 상담부터 약정까지 정책자금 비대면 체계 구축
-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을 통해 상담집중을 분산하고, 상담
취약시간을 보완하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챗봇이 탑재된 모바일 신청 플랫폼 구축해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 챗봇이, 자금신청이 전제된
전문상담은 콜센터 전담직원이 각각 대응할 예정이다
(‘21.2월)
- 금융거래확인서 등 고객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7종*)
에서 금융거래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제외해 5종으로
간소화하고 (‘21.3월), ‘22년까지 2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정보제공동의서, 표준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금융거래
확인서, 주주명부

-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선별과 집중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선별기능 극대화를 통해
낮은 신용평가 등급임에도 성장잠재력 높은 신산업 분야
기업을 발굴해 우대할 예정이다 (‘21.4월).
- 아울러,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한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21년 하반기)
② 단계별 기업진단 체계 구축 및 유동성위기 구제방안 마련
기업진단 체계를 단순 처방이 아닌, 사전예방·치료 중심
으로 개편해 기업애로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진단, 맞춤형
개선솔루션과 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과 부채비율 초과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먼저 융자제한 기업인 한계기업에도
자금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평가 (기술 사업성 예비
평가 및 기업별 IR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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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국내 신기술 총 8건 선정, 올해부터 항만·어항 건설 등 설계 반영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8건 시험시공 지원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도
시험시공 지원 대상으로 국내 신기술 8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 신기술이
성능 검증 및 시공실적 미확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신기술에 대한 개발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2018년부터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28건의 신기술이 접수되었으며,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7건의 신기술을 시험시공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계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접수된 11건의 신기술 중 심의
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건을 선정하고, 2019년에 접수된
후보 신기술 3건을 더하여 총 8건의 신기술을 2021년도
시험시공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2021년도 시험시공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기술은
① 해안 해수면 관측시스템, ② 유용 가능한 콘크리트

■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 최종 선정 8건 (2020년 5건, 2019년 3건)
신기술 (특허명)
① 해안 해수면관측시스템 (O&G STAR Radar)
* 2020년 공모 신청

② 유용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의 들고리 체결구조
* 2020년 공모 신청

③ 소파-해수소통형방파제 구조물
* 2020년 공모 신청

④ 개량형 자연석 블록유닛 및 이를 이용한
침식방지 구조
* 2020년 공모 신청

⑤ 전방 돌출부를 가지는 비대칭형 소파블록
제조기술
* 2020년 공모 신청

⑥ 모래유실 방지용 수중(잠제)블록
* 2019년 공모 신청

⑦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
* 2019년 공모 신청

⑧ 수중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 시공방법
* 2019년 공모 신청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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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개요도

적용 대상사업

발주청

전국 파랑관측망
구축사업

해양수산부
(항만국)

진두항 건설공사

인천청

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부산청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

부산청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

군산청

목포 대반동 연안정비사업

목포청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

군산청

진두항 건설공사

인천청

Technology

블록의 들고리 체결구조, ③ 소파-해수소통형 방파제
구조물, ④ 개량형 자연석 블록유닛 및 이를 이용한 침식
방지구조, ⑤전방 돌출부를 가지는 비대칭형 소파블록
제조기술, ⑥ 모래유실 방지용 잠제블록, ⑦ 쇄석
인터로킹을 활용한 오픈 셀 케이슨 공법, ⑧ 수중
콘크리트블록 구조물 시공방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기술은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설계를
거쳐 금년부터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지역의 항만·어항
건설 및 연안정비사업에 시험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상사업 준공 이후에는 신기술을 적용한
시공과정을모니터링하고,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검증 등을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성 및 기술력 등은 인정되지만 2021년도에

시험시공 적용 대상사업이 없어 불가피하게 최종 지원
기술로 선정되지 못한 후보 신기술에 대해서도 추후 적용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후보 신기술은 2019년에 선정된 1건을 포함한
총 7건으로, ① 부유식 방파제 시스템, ② 투과형 다기능
잠제블록, ③ 인공어초 기능을 갖는 확장이 용이한 소파
블록, ④ 에코레고 소파블록, ⑤ 해안 침식 방지용 해안
구조물 및 시공방법, ⑥ 인공어초 기능을 갖는 해안
침식방지 잠제블록, ⑦ 수산생산용 월류형 소파구조물
(2019년)이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국내에서
어렵게 개발한 우수 신기술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시험시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이를 통해 국내 신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시험시공 지원 : 후보 신기술 7건 (2020년 6건, 2019년 1건)
신기술(특허명)
① 부유식 방파제 시스템
* 2020년 공모 신청

② 투과형 다기능 잠제블록
* 2020년 공모 신청

③ 인공어초 기능을 갖는 확장이 용이한 소파블록
* 2020년 공모 신청

④ 에코레고 소파블록
* 2020년 공모 신청

⑤ 해안침식 방지용 해안구조물 및 시공방법
* 2020년 공모 신청

⑥ 인공어초 기능을 갖는 해안침식방지 잠제블록
* 2020년 공모 신청

⑦ 수산생산용 월류형소파구조물
* 2020년 공모 신청

공법개요도

주요내용
콘크리트블록을 유닛(unit) 단위로 연결하여 방파제를
만드는 기술로, 수심에 영향 없이 방파제의 설치 및 확장,
이동 등이 용이한 기술
블록의 전·후면에 해수유통공을 설치함으로써 파랑을 감소
시켜 해안을 보호하고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잠제블록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확장이 용이한 구조이며 블록과
블록연결체를 이용한 소파블록으로 측면의 해수 순환구는
해수 유동 및 인공어초 기능을 수행
소규모 블록을 상하좌우로 끼워 하나의 구조물인
케이슨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하여 소파 기능과 및 해수
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소파블록
해수면과 수평 또는 일정 경사를 가진 유공판 및
무공판을 복층 조합하여 입사 파랑에너지를 저감하는
소파구조물로, 수평판의 폭 및 유공률, 기울기 등의 조절,
철거 등이 용이한 구조
해안에 역W형 형상의 블록을 침설시켜 해류 및 파랑을
분산함으로써 해안침식을 방지하고 오목형 홈을 설치
하여 인공어초 기능을 수행하는 잠제블록
감쇄공과 감쇄지를 설치하여파랑에너지를 감쇄시키는
수중블록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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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기술 총 8건 선정, 2021부터 항만·어항 건설 등 설계 반영

수소선박 등 친환경 조선, 부산의 새로운 기회
코로나19 이후 부산 지역 해양산업의 위기와 극복, 규제 혁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해양
산업협회는 부산시와 함께 코로나19의 부산 해양산업 영향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웹토론회
'오션 이슈 토크'를 12월 28일 열었다. 부제는 ‘포스트 코로나19, 해양산업의 위기 관리와 규제 혁신 어떻게’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해양수산 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각종 제안을 내놓았다.
김귀동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부산항을
찾는 수리 선박의 70%가 러시아 선박인데, 선원 확진 땐
자국으로 돌아가 수리를 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항만을 개발할 때 하역만 생각하지
말고, 연관산업이 발전에도 신경을 써달라”며 “수리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최근 부산의 한
터미널에서 코로나19로 50여 명이 격리되며 작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에 다른 질병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 항만 폐쇄의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해운 운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국동 부산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회장은
“코로나 이후 해운 운임 상승을 다국적 선사들이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적선사를 키워 국내 수출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이넥스해운항공 대표는 “운임이 두 배
올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많게는 최대 7배까지
올랐다”며 “정부가 제조업 위주의 획일적 지원을 하다
보니, 저희 같은 서비스 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부산시에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정광현 ㈜코리아오션택 대표는 “기술 개발을 해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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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인정받고도 정부 구매 사이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그 벽마저 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류승범 ㈜유피체인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 디지털 전환이 화두인데, 해양 관련 업체의 디지털
전환 단계는 엑셀 관리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부산시와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자주 듣고, 정보
공유와 IT 기술 교육에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수소선박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정철상 한진중공업
상무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80%가 부산과 경남 일대에
있고 대학과 선급, 연구소가 밀집된 부산은 조선을
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이라며 “이처럼 좋은 환경을
살리지 못해 안타깝고, 향후 수소선박은 반드시 부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에 참석한 이제명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도 “지역 특화선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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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까지 새롭게 개발해야 할 수소선박은 부산에 중요한
기회”라며 “친환경 선박이 시장에 나오면 벙커링 등
항만시설도 바뀌어야 하는데, 국내 최대 항만 부산은 가장
많은 종류의 선박을 다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 조선산업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컨테이너 중심의
물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컨테이너화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가 부산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통 해양산업을 어떻게 고도화 할 것인지 부산시 차원의
스마트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소비가 늘고 있는데, 그동안 대면 거래를
원칙으로 해왔던 수산물의 경우 업계의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정부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 생산자를 연계시켜준 중국의 사례처럼 부산시도
비대면 거래에 익숙치 않은 생산자를 거대 유통 플랫폼과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지켜본 박종규 부산시 해양수도정책 과장은
“항만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항만 운영에서 파생된 연관산업 육성은
부산시의 역할과 책임”이라며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중소조선硏-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수리조선 전문인력 양성
중소조선연구원과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업해 진행하고 있는 수리조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첫 결실이 나왔다.
양 기관은 지역 수리조선업체 근로자 능력 향상 및
신규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수리조선 전문교육
프로그램인 ‘영도 뉴딜 수리조선대학’의 1기 수료식을
지난 11월 24일 영도 마스텍중공업에서 개최했다.
수리조선대학은 전문가를 초빙해 수리조선분야 이해를
돕기 위해 선박의 수리·개조 일반학 등의 이론교육과
선체 수리 및 도장 등의 현장 실무 교육을 병행하는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수리조선업체 재직자와 취업희망자
등 20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향후 센터는 수리조선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여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을
통한 수리조선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원도 수리조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도장
및 분진 등의 해결을 위한 환경 친화를 고려한 선박

수리개조 원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리조선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사업과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강훈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수리조선
산업은 선박의 수리, 개조 등을 중심으로 해운, 조선,
기계, 전기산업 등 여러 산업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근대조선 산업 발상지인
영도 대평동 일원의 산업이 고도화·다각화되어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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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수소선박 개발 최적도시, 기술개발로 세계시장 선점
차세대 수소 추진 선박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18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울산대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울산시,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선급,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자
통신연구원,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했다. 공청회에서는
울산테크노파크 우항수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의 ‘에너지
변환을 통한 산업 전환 제안’, 한국조선해양 유병용
상무의 ‘수소 운반선 개발 현황’, 한국선급 천광우
그린십센터장의 ‘수소 선박 안전 기준 개발 사업 :
선박용 수소 저장 용기 및 연료 공급 시스템 안전 기준
개발’, ‘울산대 기계공학부 임옥택 교수의 ‘다부처 사업
공동 기획 연구’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앞서 울산대는 차세대 수소 추진 선박 안전·환경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해 임옥택 교수와 IT융합학부
오훈 교수를 공동책임자로 한 ‘2020 다부처 공동 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팀’을 꾸린 바 있다. 연구팀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과제를 받아 7월
부터 12월까지 사전 기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대는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2022년부터 4년 동안
350억원 (국고 290억원·민간 60억원)을 들여 수소
선박 기본 설계, 수소 선박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설비
진단 및 고장 예측 시스템 구축, 안전성·환경성·경제성
평가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선박 브릿지 시뮬레이터로 자율운항선박 시대 앞당긴다
울산이 조선해양 ICT융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거점
‘조선해양ICT융합센터’를 통해 ‘선박 브릿지
시뮬레이터’를 앞세워 조선해양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ICT융합 인더스트리 4.0 (조선해양) 기반 조성사업
으로 구축된 ‘선박 브릿지 시뮬레이터’는 가상현실 (VR)
기술을 이용해 선박은 물론 선박운항 환경 (바람, 파도,
날씨, 운항 특성 등)을 실제와 같게 구현해 운항
선박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선박기자재의 능력과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다.
해당 시뮬레이터는 기존 항해사 및 도선사 교육용
시뮬레이터와는 달리 외부 시스템과 운항데이터 공유
및 조종 신호 입력이 가능해 자율운항 알고리즘과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조선해양기업이 실제 기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DNV-GL
클래스 A급 인증 시뮬레이터다. 운항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선박 탑승 허가 및 출입 통제 절차 등을 거쳐야
했던 기존 프로세스와 비교해 더 효율적인 개발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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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실제 운항 중인 선박 대비 시스템에 높은
접근성을 지녔다.
조선해양ICT융합센터는 2020년부터 ‘선박 브릿지
시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비 대여가
아닌, 고기술 장비의 기초 운영 교육과 실습, 실증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 관계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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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지원 본격화
경남 거제시가 대량 실업 사태가 예고된 조선업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최악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준비해 온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모델’을 토대로 일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까지 6,000여 명의 숙련공 이탈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거제시는 지난 12월 21일 2021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장려금’, ‘특별 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시작으로
협력사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해고 대신 장기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거제시가 사업주 4대 보험료 부담분
70% (거제시 50%, 경남도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삼성중공업 공동훈련센터는 현재 실시중인
1개의 훈련과정 외에 1개 과정을 추가로 개설한다.
대우조선해양 공동훈련센터는 이미 4개 과정 개설을
완료한 상태로 1월에 개강한다.
각 과정별 훈련인원은 30명 이상이다. 센터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다양해
훈련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어선 40% 몰린 전남에 중소형 선박수리센터 개소
전남지역 중소 조선업체들에 선박 수리기술부터 장비
임대, 전문인력 양성까지 지원할 ‘선박수리 지원센터’가
목포해양대학교에 문을 열었다. 목포해양대학교에
따르면 선박수리지원센터는 중소형선박 수리를 위한
수리장비구축과 관련기술 확보를 통해 전남지역
선박수리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수리기술을 고도화 해
기업의 고용 확대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전남도비 70억, 목포시비 30억), 민자 35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2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지역은 전국 어선의 40%, 여객선의 42%를 차지해
중소형 선박수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선박 수리기업의 장비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산
등으로 원정 선박수리를 가야했다. 2019년 목포해양대
부지 내에 선박수리 공장동과 사무동을 건립했으며,
현재 축타계 가공 및 수리 장비, 프로펠러 수리장비, 5축
가공기, 중소형 선박 엔진 테스트 시스템, 과급기
수리장비, 열교환기 화학세척, 3D 프린터, 3차원 측정

및 역설계 시스템과 계측장비, 성능분석 시스템 등
58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박성현 총장은 “지역 내 선박수리 기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선박 수리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지원 등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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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항 기능 강화...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전남 목포시가 남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고 지난 11월 27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역 경제구조의 중심이었던
조선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남항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현재 전세계 조선업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화석연료가 아닌 청정·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전기추진 선박은 미래형 친환경 선박산업을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목포시는 조선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지난 4월
해양수산부의 ‘전기추진 차도선ㆍ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이동식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 추진 선박 산업을 선점했다.
2024년까지 총 450억원이 투입돼 목포 남항을
근거지로 전기에너지로 운행되는 선박과 전원공급
시스템이 개발돼 친환경선박 산업생태계가 조성된다.
이에 따라 목포 지역은 조선업을 비롯한 전기배터리,
모터, 배전시스템 등의 관련 기자재 기업 유치로
친환경선박 기술을 연구하는 새로운 거점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후속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연료
추진시스템 실증을 위해 494억원 규모의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해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9월 22일 전라남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등 국가 연구기관을 유치하며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연말 맞아 영암군에 후원물품 전달
현대삼호중공업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사회와
동행을 위해 나눔에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 한정동 경영지원부문장과 노동조합
관계자 일행은 지난 12월 4일 영암군청을 찾아 관내
경로당 456개소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달마지쌀과
영암사랑상품권 등 후원 물품을 기부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대학동창회도 영암군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생활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일정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영암군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1%나눔재단과 우수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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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많은 임직원과 가족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 후원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KME News in English

Retaining Top Spot for 3 Consecutive Years

Korean Shipyards Take 42.6% of Global Orders in 2020
Korean shipbuilders accounted for 42.6 percent of the global shipbuilding orders in 2020, retaining
the No. 1 status in the global market for three consecutive years. China closely trailed Korea with a 3.3
percentage gap.
The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on Jan. 5 that Korea has taken 8.19 million
CGTs of the global order placement total of 19.24 million CGTs in 2020. China hit 7.93 million CGTs.

2020 Global Shipbuilding Orders & Amount
Division

1st

2nd

3th

4th

Order Volume (10,000 CGT)

Korea (819)

China (793)

Japan (137)

Russia (95)

Order Amount (US$100 Mil.)

Korea (183)

China (145)

Russia (46)

Japan (26)

* Based on Clarksons Statistics

Until the first half of 2020, China logged 4.08 million CGTs, three times higher than Korea's 1.35
million CGTs. However, Korean shipbuilders mounted aggressive order-taking activities in the second
half, earning 6.84 million CGTs, more than China's 3.85 million CGTs.
In particular, Korean shipbuilders showed a strong competitive edge in the high-value-added ship
segment.
In December 2020, they pulled off a sweep, taking all the 21 large liquefied natural gas (LNG) carrier
orders, all the six VLCCs orders and 10 of the 16 large container ship orders.

2020 Global Shipbuilding Order Results

(Unit: 10,000 CGT)

'20
Division

'16

'17

'18

'19

Jan.

Whole World
1,402 3,006 3,510 2,910 143
Order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Sept. Oct. Nov. Dec. Total

111

120

157

83

110

92

220

84

197

215

126 285 819

Korea

224

792 1,341 980

7

36

12

29

26

25

62

75

37

99

China

502 1,259 1,082 983

76

40

77

110

36

69

26

43

43

91

US$100
Mil.

392 1,924 424
183

Intake
81

101

793

145

* Based on Clarksons Statistics

Global shipbuilding orders are expected to reach 23.8 million CGTs in 2021, up 23.7 percent from
2020, said Clarkson Research, a British shipbuilding and shipping research organization.
They will be 3.2 million CGTs for LNG carriers and 6.3 million CGTs for container ships. As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began recovering,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raised its order
target for 2021 to US$14.9 billion from US$11 billion a year earlier.

Korea Marine Equipment I 51

KME News in English

Chinese Authorities Okay HHI-DSME Marriage
The marriag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DSME) has cleared a major hurdle by obtaining
unconditional approval from China. Now, it needs
to get permits from authorities in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KSOE), a shipbuilding arm of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said on Dec. 28 that it has
recently been notified of unconditional approval
by Chinese authorities regarding the company's
merger with DSME.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 in China said in a notice that a review
under Article 26 of the Anti-Trust Act of China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a business
combination between the two companies would

not restrict market competition.
This is the third approval after that of Kazakhstan
in October 2019 and Singapore in August. Some
industry insiders were concerned that China,
Korea’s biggest rival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may oppose the merger in an effort to keep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check.

Eximbank Korea Provides US$500 Mil. for Mozambique Gas Projec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Eximbank)
will provide $500 million (545 billion won) in
financial support for a major integrated liquefied
natural gas (LNG) project in Mozambique. The
project financing by the state-run lender is aimed
at helping Korean companies successfully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wo LNG plants in
the southern African nation.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and a
group of small- and medium-sized Korean firms
are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ccording to
Eximbank.
The total value of the project is about $23.5
billion. When the project is finished, about 12.9
million tons of LNG will be produced from the
plants annually. This amounts to 23 percent of

52 I Korea Marine Equipment

Korea's annual LNG imports, the lender said.
"We expect the project to create 1,300 new jobs
annually and promote foreign exchange
earnings," an official from the lender said. The
Korean construction and equipment
manufacturers taking part in the project plan to
invest $550 million in the five-year project.

KME News in English

Busan Port Driving 'An Era of Container Cargo Volume of 32 Mil. TEU'
Busan Port Authority Promises to Open Up “An
Era of Container Cargo Volume of 32 Million TEU”
by Preparing for the Post COVID-19 and the 4th IR
World with the New Visions and Management
Goals. BPA published the Mid to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which consists
of its new visions to actively prepare for the
global changes caused by the unprecedented
COVID-19 pandemic,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tc., as well as for the coming era of
the 2nd Busan New Port and the 2nd North Port
redevelopment phase.
BPA restructured the organization in July in
order to push forward with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introduce a smart shipping
and port logistics system, and conduct businesses
on a global level, all to prepare for the fastchanging environment.

This time, the Authority established the Mid to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based on the external analysis and internal
opinions. In the Mid to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BPA set its
new vision to be a “Global hub port that
connects the world”, reflecting its commitment
to make Busan Port a progressive and futureoriented global hub port.

LS C&S Secures ￦232 Bil. Wando-Jeju Submarine Cable Deal
LS Cable & System (C&S) won a bid for Korean
Electric Power Corp's "Jeju third submarine cable
construction project" Thursday, which aims to
connect the islands of Wando and Jeju.
The deal is worth 232.4 billion won, making it the
company's largest procurement deal since 2009.
LS C&S will connect the islands with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cables. The
company will be in charge of the project from
production to construction and the work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late 2023.
The cables consist of two-wire routing to
supply energy safely to Jeju Island. The cables are
also capable of simultaneously transmitting Jeju
Island's renewable energy back to the mainland.

HVDC cables are different from alternatingcurrent (AC) cables and do not emit
electromagnetic waves,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LS C&S was the sole candidate in the
international bidding after its fourth attempt and
went through a strict technic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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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s LNG Re-Liquefaction System Passes Steps for Field Application
A re-liquefaction system for low-pressure dualfuel engines developed by Samsung Heavy
Industries, a major shipbuilder in Korea, has
passed important steps for field application. The
system offers increased efficiency and reliability
by allowing boil-off gas from the cargo tank to
be re-liquefied.
Samsung Heavy Industries said in a statement on
December 7 that its re-liquefaction system called
“X-Reli” has won Detail Design Approval from the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 maritime
classification society. Detailed design, or
developed design, is the process of taking on and
developing the approved concept design.
Detailed design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applications for statutory
approval to be made.

SHI has said the X-Reli system, optimized for
low-pressure dual-fuel engines, increases
efficiency and reliability. Dual-fuel engines use
gas admitted at low pressure and ignited by a low
volume of liquid pilot fuel. Low-pressure X-DF
technology is based on the lean-burn Otto-cycle
combustion principle, in which fuel and air are
premixed and burned at a relatively high air-tofuel ratio.

Korea to Invest $870 Million Developing Eco-Friendly Shipping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broad
initiative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shipping as well as to address marine
pollution issues. Discussed as part of a broader
countrywide economic planning sess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jointly committed to investing more
than $870 million between 2022 and 2031 to
develop and promote innovative technology for
eco-friendly ships.
Named the 2030 Green Ship-K Promotion
Strategy it will be linked to the policies of the
country’s Green New Deal designed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o support the image of Korean eco-friendly
shipping, the plan targets the advanc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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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electricity, and hybrid core technologies
and the use of low carbon ship technology
including mixed fuels.
Among the technologies being targeted are
hydrogen and ammonia fuel cells and fuel storage
tanks as well as propulsion systems and fuel
supply.

Member List

KOMEA Member Companies
Name

Main Products

Website

Location / Tel.

A TECH CO.

Air & Elec Winch Eith Motor, MISC & Rescue Davit/Crane, FO Hose Davit / Portable &
Manual Davit, Suez Mooring Boat Handling Davit, Capstan/ Fire Wire Reel, etc.

www.atech2004.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2 0723

AMIR Marine Co., Ltd.

Piston ring for Main & Aux Engine, All range of Engine Spare parts, Spare parts for
Purifier, Spare parts for Air Compressor, Spare parts for Pumps

www.amir.co.kr

YEONGDO-GU, BUSAN /
+82 51 413 9600

AMS Co., Ltd.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Fire Fighting System, Emergency Generator, Ship’s
Main Block, Lashing Bridge, Cranes/Davit/Steel Anchor/E.T.A, Windows/Scuttles, etc.

www.ams.co.kr

HAEUNDAE-GU, BUSAN /
+82 51 293 2442

BC TAECHANG IND. CORP.

High Pressure Waterjet Pump(Combo Pump), BC Marine Tape, BC Petro Tape, BC Pipe
Dressing -22 (PD-22), Rustbit-500

www.bctc.co.kr

GIMHAE-SI, GYEONGNAM /
+82 51 442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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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Moisture Detection System

www.b-i.co.kr

GANGSEO-GU, BUSAN /
+82 51 441 5670

BIP INDUSTRIES CO., LTD.

Wall Panel, Ceiling Panel, Bathroom Unit, Cabin Unit, Floating Floor, TLQ, Marine
Furniture, Marine Door, etc.

www.bn-bip.com

GEUMJEONG-GU, BUSAN /
+82 51 519 2227

Blueindus. Co., Ltd.

KF94 Mask, Industrial Safety Supplies (Welding Jacket, Glove Work Leather), Adsorption
Tower

www.blueind.co.kr

YANGSAN-SI, GYEONGNAM /
+82 55 604 0068

BO MYUNG METAL Co., Ltd.

Cu-Ni 90/10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 (EEMUA, BS, DIN, JIS, ASTM, ASME/
ANSI, etc.), Pipe, Fitting, Flange

www.bmmetal.co.kr

GANGSEO-GU, BUSAN /
+82 51 266 4101

BOGO Co., Ltd.

Traders, Telephone System, Lighting Fixture

www.bogoco.co.kr

SAHA-GU, BUSAN /
+82 51 294 7771

Bumhan Industries Co., Ltd.

Air Compressor, High Pressure Air Compressor, High Pressure Air Dryer & Reducing
Stations, Compressed Air System Engineering, N2 Generator System

www.bumhan.com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51 6070

BY CONTROLS, INC.

Control Valve, Hydraulic & Pneumatic Actuator, Valve Remote Control System,
Watertight Sliding Door, Pneumatic Fire Door, Pilot Door, Hydraulic Hatch, etc.

www.bycontrols.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45 6110

CAPE INDUSTRY LTD.

Cylinder Liner, Man b&w sulzer (wartsila) type

www.cape.co.kr

YANGSAN-SI, GYEONGNAM /
+82 55 370 1234

CENTURY CORPORATION

Air Conditioner, Chilling Unit, Air Conditioning Equipment, Marine & Industrial
Equipment, Nuclear HAVC System

www.century.co.kr

ASAN-SI, CHUNGNAM /
+82 41 530 3671

CHK CO., LTD.

Fire Damper, Junction Box, Steel Furniture, Pilot Chair, Cable Box, Ref. Container Socket

www.chkj.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9500

ChungSong Industry Co., Ltd.

Fillet and Butt Welding Carriages, Rail Traveling Welding Carriages, Electrogas Welding
Carriages, Oscilator Carriage, Remote Controller Carri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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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Dae Chang Solution Co., Ltd.

Main Bearing Support, Uec Center Piece, Cylinder Cover, Chain Wheel, Piston Crown,
Hull Casting, Steel Casting For Offshore, Steel Casting For Power Plant, etc.

www.dcm.co.kr

SAHA-GU, BUSAN /
+82 51 264 0831

Dae Heung Cooler Co., Ltd.

Heat Exchanger, Gas Cooler, Oil Cooler, Air Cooler, Water Chiller, Pressure Vessel, Shell &
Tube Type, Plate Fin Tube Type, Fin Tube Type

www.cooler.co.kr

POCHEON-SI, GYEONGGI /
+82 31 532 9667

DAE KWANG IND CO., LTD.

SUS PIPE FITTING FLANGE

DAECHUN IND. CO., LTD.

Multi Core Tube Bundle, Single Core Tube, Stainless Steel Coil Tube/Straight Tube,
Copper Tube

www.daechun.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45 2288

DAEHA CO., LTD.

BOP TEST PUMP UNIT, Strand Jack & Heavy Lifting System, Synchreonous Lifting System,
Propeller Shaft Lifting & Inserting Jack System, Hydraulic Plunger Pump Unit, etc.

www.daehatech.co.kr

GANGSEO-GU, BUSAN /
+82 51 326 1870

DAEJINSAT Co., Ltd.

Ceiling Panel, Wall Panel

www.daejinsat.com

ULJU-GUN, ULSAN /
+82 52 225 2361

DAEJUNG CO., LTD.

PP, PES, NYLON Rope, HMPE Rope, Double Braided Rope, High Strength Rope, Towing,
Mooring Rope, High Strength Sling

www.daejung.net

SASANG-GU, BUSAN /
+82 51 304 2511

POHANG-SI, GYEONGBUK /
+82 54 285 1868

GANGSEO-GU, BUSAN /
+82 51 831 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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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UNG VALVE CO., LTD.

Butterfly Valves, Oil Field Flow-Line Components, Control Valves, Actuators, Special
Valves

www.djvalves.com

DALSEO-GU, DAEGU /
+82 53 584 2276

Daemmstoff Industrie Korea Ltd.

KVM Sealing Compound, Mangana Retaining Compound, Durasin Chocking
Compound, Panda-90, Fire Stop System A-119, Fire Stop System A-119N

www.daemmstoff.com

SAHA-GU, BUSAN /
+82 51 261 7073

Daeyang Electric Co., Ltd.

Lighting Fixture, LED, Main Switchboard, Fan, Communication / Navigation System, ROV

www.daeyang.co.kr

SAHA-GU, BUSAN /
+82 51 200 5221

DAEYANG INSTRUMENT. Co., Ltd.

Precision Instrument

http://dic.daeyang.co.kr

GANGSEO-GU, BUSAN /
+82 51 200 5212

DaiHan Anchor Chain MFG. Co.,
Ltd.

Mooring Chains(Stud & Studless Link) - Grade R5: Max. 137mm diameter/Grade R4S:
Max. 142mm diameter/Grade R4: Max. 152mm diameter, etc.

www.dhac.co.kr

NAM-GU, INCHEON /
+82 32 862 0091

DECKWIN MARINE CO.

Hydr. Deck machinery, Elect. Deck machinery, Cable winch, R.O.V winch, Positioning
winch

www.deckwin.com

YEONGDO-GU, BUSAN /
+82 51 405 7890

DHMC Co., Ltd.

Rudder, Block etc

www.dhmc-rudder.com

GIMHAE-SI, GYEONGNAM /
+82 61 460 9800

D-I Industrial Co., Ltd.

Marine Transmission, Steering System, Power Take Off

www.d-i.co.kr

JINJU-SI, GYEONGNAM /
+82 55 760 5500

DK-Lok Corp.

Instrumentation fitting&valve

www.dklok.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38 0114

DNP Co., Ltd.

Fire Damper, HVAC System, Furniture, A0 class fire roller shutter, Pilot chair

www.dnp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4551

Dong Hae M-Tech Co., Ltd.

Self Hydraulic Grab Bucket, Motor Hydraulic Grab Bucket, Manual Grab Bucket, SemiAutomatic Grab Bucket, Motor Hydraulic Orange Grab, Engine Hydraulic Orange Grab, etc.

www.east-sea.co.kr

SEO-GU, INCHEON /
+82 32 583 8061

Dong Hwa Entec Co., Ltd.

E/R Heater & Cooler, Plate Cooler, Fresh Water Generator, Air Cooler for Main Engine,
LNG Cargo Handling System etc.

www.dh.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0 0700

Dong Kang M-Tech Co., Ltd.

Water Jet, Night Navigator, Marine Engine, Steering Gear (RM/FM/RE/FE/RV Type),
Windlass, Mooring Winch, Cargo Winch

www.dkmtech.com

GANGNAM-GU, SEOUL /
+82 2 553 0181

Dong-A Valve Ind. Co.

Manufactured low&high pressure valves, Flap Check(duo-check) valve etc

http://donga-valve.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1500

Dongbang Marine Co., Ltd.

Marine Fire Detection & Alarm System, Marine Fire Extinguishing System, Marine Gas
Detection System, Marine Firefighting Equipment, Ionization Smoke Detector, etc.

www.dbmarine.co.kr

GANGSEO-GU, BUSAN /
+82 51 205 1585

DongboCarbon Co., Ltd.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

www.dongbocarbon.com

GIJANG-GUN, BUSAN /
+82 51 728 8761~3

DongHwa Pneutec Co., Ltd.

Ship, Offshore, Industrial Air Compressor System, Air Cleaning System, Bog compressor,
N2 Generator System, Air Lubricator System

www.dhkomp.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4 4800

Dongil-matal Co., Ltd.

Foot Board, Guardrail Stanchion, Master Rope Support

www.dongil-metal.com

ULJU-GUN, ULSAN /
+82 52 261 6125

Dongil Shipyard Co., Ltd.

Ship Repair, Ship Conversion, Ship Building, Special Ship

www.dongilshipyard.co.kr

SAHA-GU, BUSAN /
+82 51 200 1211

Donsung Finetec

Ultralow Cold Insulation Material, Pannel, Membrane

www.dsfinetec.co.kr

SAHA-GU, BUSAN /
+82 51 200 4585

Doosan Corporation Mottrol

Marine Equipment

DRB Holding Co., Ltd.

Marine rubber fender, Industrial rubber sealing & gasket, Industrial rubber track, Rubber
damper

www.drbworld.com

YEONGDEUNGPO-GU, SEOUL /
+82 2 2168 9133

ELSCOM Inc.

Ex de Distribution Board, Ex de Local Control Station, Ex d/e Junction Box, SDS Type
Disconnector, L/V Bus Bar Holder, L/V Bus Bar Insulator, L/V & H/V Epoxy etc.

www.elscom.co.kr

SASANG-GU, BUSAN /
+82 51 329 8990

Emerson Process Management
Korea Ltd.

Marine Tank Management Systems, Valve Remote Control Systems, Cargo Monitoring
Systems, Ballast Tank Measurement Systems, Fuel Integrity Systems

www.emersonprocess.com/
mtm

SAHA-GU, BUSAN /
+82 51 602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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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elix-actuator.com

BUK-GU, BUSAN /
+82 51 516 6669

ESAB SeAH Corp.

Welding Consumable, Welding Equipment, Covered Arc, Gas Metal Arc, Flux, ored Arc,
Gas Tungsten Arc, Submerged Arc

www.esab.co.k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89 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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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NICS CO., LTD.

PFA Lined Valves, etc.

www.fluonics.com

WONJU-SI, GANGWON /
+82 33 731 3550

FLUTEK, Ltd.

Axial Piston pumps, Axial piston motors&reduction gear, Electro-hydraulic steering gear,
Deck machinery, Staffa motor, ECO servo

www.flutek.co.k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570 5800

FRIEND CO., LTD.

Cable Tray, Heating Coil, Strainer, Pipe Spool, Package Unit, Orifice, Exhaust Valve
Spindle (2 & 4 Stroke Engine), Exhaust Valve Dura Spindle (2 Stroke Engine)

www.thefriend.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4 7900

G.S HIGH-TECHER CO., LTD.

Air Vent Heads, Convex Coupling for Sliding Expansion Joint, Sea Chest Cover & Sea
Conn. Blanking for Under Water Survey etc.

http://gshightecher.koreasme.
com

MIRYANG-SI, GYEONGNAM /
+82 51 832 0456

GaHyun Co., Ltd.

Provision Crane, Hose Handling Crane, Cargo M/R Room, Center Frame, Bucket

http://gahyuncorp.com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95 3261

GASTRON CO., LTD.

Fixed Type Multi Gas Detector, Gas Sampling Monitoring System, Fixed Type VOC Gas
Detector, Fixed Type Infrared Gas Detector, Fixed Type Flammable Gas Detector, Fixed
Type Oxygen & Toxic Gas Detector, Gas Detector Receiver, Portable Gas Detector

www.gastron.com

GUNPO-SI, GYEONGGI /
+82 31 490 0800

GOTPOWER

Engines, Gensets, SCRs

GS-Hydro Korea Ltd.

Air Vent Head, Expansion Joint

H&L Co., Ltd.

Valve

Haeduk Powerway Co., Ltd.

Rudder Assembly

www.haedukpw.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0101

Haewon Ind. Co., Ltd.

Water Seal, Inflatable/Mating Ring

http://haiwon1.koreasme.com

SAHA-GU, BUSAN /
+82 51 831 4600

Hancom Lifecare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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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ancomlifecare.com

YONGIN-SI, GYEONGGI /
+82 31 5183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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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on Co., Ltd.

R-PUF, Insulation Panel, FSB, RSB

www.hcarbon.com

MIRYANG-SI, GYEONGNAM /
+82 53 350 8888

HanKuk Miboo Co., Ltd.

Spiral Duck, Deck Covering, Cold Chamber

www.hankukmiboo.co.kr

SAHA-GU, BUSAN /
+82 51 263 3621

Hanla IMS Co., Ltd.

Valve Remote Control System, Cargo Monitoring System, Tank Remote Sounding
System, Independent High & Overfill Alarm System, Fixed Gas Sampling System, Vapour
Emission Control System etc.

www.hanlaims.com

GANGSEO-GU, BUSAN /
+82 51 601 3000

HANSAE CO., LTD.

COOPER & COOPER ALLOY PIPE

www.hansaeglobal.com

ULJU-GUN, ULSAN /
+82 52 258 0684

HANSHIN ELECTRONICS CO., LTD.

Public Address System, Marine Telephone, Marine Clock (Digital), Communal Aerial
System, Anemometer & Scope

www.ehanshin.com

YEONGDO-GU, BUSAN /
+82 51 412 5551

HANSUN ENGINEERING

Instrument Tube Fittings (LOK, JIS Bite, DIN Bite, Hydraulic, Threaded fitting, Hose
fittings), Instrument Valves (Needle, Ball, Plug, Purge, Check, Gauge Root, Manifold,
Relief, Bleed, 3way test cock, Double Block Bleed, Mono-flange), Filt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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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phone Sys., Temperature Sensor

www.hdm-tech.com

GEUMJEONG-GU, BUSAN /
+82 51 521 2883

HEARTMAN CO., LTD.

Fuel injection nozzle for marine diesel engine, Fuel injection plunger ass'y for marine
diesel engine

www.heartman.co.kr

GANGSEO-GU, BUSAN /
+82 51 264 8829

HERIANA CO., LTD

Anemometer & anemoscope, Rudder angle indicator

www.heriana.com

GANGSEO-GU, BUSAN /
+82 51 313 6690

HHI-EMD
(Engine & Machinery Division)

Marine Diesel Engine & Machinery

www.hyundai-engine.com

DONG-GU, ULSAN /
+82 52 202 7291

NAM-GU, BUSAN /
+82 51 917 1767
www.gshydro.com

GANGSEO-GU, BUSAN /
+82 51 290 2000
GIMHAE-SI, GYEONGNAM /
+82 55 342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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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AIR KOREA Co., Ltd.

Air Handling Unit, Spot Cooler, Refrigeration condensing unit, Fire damper, Provision
refrigeration plant, MGO cooling system, Packaged air conditioner, Ventilation fan,
Spiral duct

Hi Tech Co., Ltd.

T-Bar, Gas Protect Plate

HKE Co., Ltd.

Valve cage, Valve seats, Valve spindle, etc.

www.hk-eng.kr

YOUNGDO-GU, BUSAN /
+82 51 415 2494

HLB Co., Ltd.

Life Boat , GRP Rigid Type Rescue Boat

www.hdboat.com

ULJU-GUN, ULSAN /
+82 52 240 3500

HODU Co., Ltd.

Laboratory system, Workshop equipment, Galley & Laundry equipment, Catering
furniture, Galley hood & fire exe. system, Medical equipment, Sauna unit, Entertainment
& Cinema, Gymnagium equipment, Vacuum toilet system

www.hoducompany.com

GANGSEO-GU, BUSAN /
+82 51 291 9512

HOSEUNG Ent. Co., Ltd.

Sewage Treatment System (Sewage collecting tank & Sewage treatment plant), Plasma
Bilge Separator, Boiler Feed Water Filter tank unit, Central Fresh Water cooler unit, Waste
Oil sett/serv & M.D.O. tank etc

www.hosent.co.kr

GIJANG-GUN, BUSAN /
+82 51 711 0660

HSD Engine Co., Ltd.

Marine Diesel Engine(2-stroke & 4-stroke), Stationary Diesel Power Plant, Emergency
Diesel Generating Set for Nuclear Power Plant,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DelNOx)

www.hsdengine.com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60 6211

HWASHINBOLT IND. CO., LTD.

Offshore & Shipbuilding (Stud Bolt/Nut, U-Bolt, Hexagon Bolt/Nut, Washer, Hexagon
Bolt/Nut with PTFE Coating, Weld Stud), Gas & Steam Turbine (Thru Stud/Covered Nut,
Hexagon Head Bolt/Nut, Tap Stud/Slotted Nut), etc.

www.hwashinbol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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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Lok Tube Fittings, Bite Type (DIN 2353, JIS B2351) 37° Flared Type (SAE J514) Fittings,
Needle/Ball/Manifold Valves, Integral Block & Bleed Valves, Cryogenic Needle & Ball
Valves

www.hy-lok.com

GANGSEO-GU, BUSAN /
+82 51 970 0800

Hyundai Elevator Co., Ltd.

Elevator, Escalator, Auto, Parking System, Material Handling System, Platform Screen
Door (PSD)

www.hyundaielevator.co.kr

ICHEON-SI, GYEONGGI /
+82 31 644 5114

Hyundai Fitting Co., Ltd.

Forged Steel Flanges (Used for OFFSHORE / ONSHORE / Nuclear & Power Plant / LNGC &
LPGC etc),(Applicable Code : ASME B16.5 / API 6A / DIN / AWWA / NORSOK etc.)/
(Material Code : ASTM / ASME /NORSOK / NACE / JIS / DIN etc.

www.hdfco.co.kr

GIJANG-GUN, BUSAN /
+82 51 831 0891

Hyundai Marine Machinery Co.,
Ltd.

W.O Incinerator, Auxiliary Blower, Forced Draft Fan, Bilge Separator

www.hmmco.co.kr

SEO-GU, INCHEON /
+82 32 583 0671

HYUNDAI WELD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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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yundaiwelding.com

GANGNAM-GU, SEOUL /
+82 2 6230 6010

I.M.E. CORPORATION

Engine Valve Spindle&Seat

www.ime21.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46 1127

IHT CO., LTD.

Marine Crane Service, Spare parts for Marine Crane, LSA Training, Equipment for Marine
Crane, Hydraulic System Design

www.iht.ne.kr

SASANG-GU, BUSAN /
+82 51 315 4035

ILJIN AND CO., LTD.

Fire Extinguishing & Protection System, Life Saving Devices & Equipment, etc.

www.iljinamst.co.kr

GIJANG-GUN, BUSAN /
+82 51 755 6191

ILSHIN ENGINEERING CO., LTD.

Chemical equipment and Tanks

www.ilshineng.com

SIHEUNG-SI, GYEONGGI /
+82 31 499 4502

IL-SUNG IND. CO.

Hot Water Calorifier, Silencer (For M/E, G/E, Fan), Mist Eliminator, Washable Air Filter,
Pneu. Fire Damper (For Funnel, Em’cy G/E Room)

www.ilsunghs.com

SASANG-GU, BUSAN /
+82 51 312 4056

Intellian Technologies

Marine Satellite TV Antenna systems, Marine Satellite Communication Antenna
Systems, Fleet Broadband Systems

www.intelliantech.com

PYEONGTAEK-SI, GYEONGGI /
+82 31 379 1000

INTRA PRECISION MANUFACTURE
CO., LTD.

PISTON CROWN, CYLINDER LINER, CYLINDER COVER, CYLINDER HEAD

www.intrapre.com

SAHA-GU, BUSAN /
+82 51 418 6750

J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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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FLEX COMPANY

Chemical 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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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EONG LINER & PISTON

Cylinder Liner, Piston

www.jinseong.com

DAEDEOK-GU, DAEJEON /
+82 42 931 8556

JONGHAP MACHINERY CO., LTD.

S.T.P. (SEWAGE TREATMENT PLANT), STANDARD WELDING EQUIPMENT, WELDING
AUTOMATION LINE, SAMPLING SYSTEM, FORMER

www.jonghap.biz

YANGSAN-SI, GYEONGNAM /
+82 55 370 2600

JUNG GONG IND. CO., LTD.

Ordinary Window & Side Scuttle, Heated Window, Fire Resistant Window & Side Scuttle,
Window Wiper, Clear View Screen, Anti-Glare Sun Screen, Blackout Blind, Window Box,
Accessories

www.jung-gong.com

SAHA-GU, BUSAN /
+82 51 261 2911

JUNG-A MARINE

Accommodation Ladder, Wharf Ladder, Window Wiper, Clear View Screen, Davit,
Helideck, Offshore AL Outfitting

www.jung-a.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4147

JUNGSAN ENTERPRISE Co., Ltd.

Bolt & Nut, Exhaust Valve, Cylinder Cover, Connecting Rod, Main Bearing, etc., Special
Bolt & Nut

www.jungsan.com

ULJU-GUN, ULSAN /
+82 52 254 3290

K.C. LTD.

I.C.C.P System, Anti-Fouling System (M.G.P.S), Shaft Earthing Device, Fe lon Generator

www.iccp-mgps.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7720

KANGNAM JEVISCO CO., LTD.

Marine Paint

www.jevisco.com

BUSANJIN-GU, BUSAN /
+82 51 892 4221

Kangrim Heavy Industries Co., Ltd.

Boilers, Marine & Industrial, Inert Gas System (I.G.S.), I.G.G. & N2 Generator, Incinerator,
Air Reservoir & Calorifiers, H.R.S.G., W.H.R.S. & Fin Tube, LPG Tank & Insulation

www.kangrim.com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69 7701

Kangrim Insulation Co., Ltd.

LNG & LPG Carrier Tank & Pipe Cryogenic Insulation, LNG Receiving Terminal Tank & Pipe
Cryogenic Insulation, Cold Provision Store Panel & Installation

www.kangrim.com

GIJANG-GUN, BUSAN /
+82 51 220 6000

KC Cottrell Co., Ltd.

Particulate Removal System (Dry Electrostatic Precipitator, Wet Electrostatic Precipitator,
Bag Filter, Ash Handling System, Tunnel ESP, etc.), Gas Treatment System (Wet Flue Gas
Desulfurization, Semi Dry/GSA, Dry Sorbent Injection, SCR/SNCR , etc.)

www.kc-cottrell.com

MAPO-GU, SEOUL /
+82 2 320 6114

Keonchang Industry Co., Ltd.

Marine Equipment, Ladle Turret, Roll Stand Ass'y, Side Trimmer & Chopper, Bloom CC,
Screw Conveyor, Etc.

www.keonchang.co.kr

SAHA-GU, BUSAN /
+82 51 203 0161

Keum Yong Machinery Co., Ltd.

Exhaust Valve Complete with Valve Spindle, Axial Vibration Damper

www.keumyong.com

CHILGOK-GUN, GYEONGBUK /
+82 54 972 7841

Keysung Metal Co., Ltd.

Valves for EPC Onshore Plant(Ball Valves, Globe/Gate Valves, Check Valves), Valves for Marine
& Offshore Plant(Cast Iron/Steel/Bronze, Stainless Steel, Forged Steel)

www.keysungmetal.com

GANGSEO-GU, BUSAN /
+82 51 660 2800

Keystone Valve (Korea)

Butterfly Valve, Ball Valve, Safe Valve, Eccentric & Concentric Valves, Cryogenic Butterfly
Valve for LNG Service, Design/Development Manufacturing & Servicing of BFV &
Accessories, etc.

http://valves.pentair.com/
valves

DONG-GU, BUSAN /
+82 51 604 4037

KHAN Co., Ltd.

Engineering Service, Sea-trian&Commissioning service, Facility for Fabrication,
Modification

www.khan-offshore.com

GEOJE-SI, GYEONGNAM /
+82 55 639 7604

KHE Co., Ltd.

Air cooled heat exchanger (Forced Draught type cooler, Induced Draught type cooler,
Forced Draught With hot Air Recirculation), Heat exchangers, Louvers and welded steel
structures

www.khei.com

GUNSAN-SI, JEONBUK /
+82 63 441 5538

KI-WON

Marine Equipment & Vacuum System

www.kiwon.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13 9913

KLES (Korea Leading Engineering
System Inc.)

Platform-supported Boiler in-Furnace Scaffolding and Lifting Systems, Smart Power
Pipe Management System, Pipe Shock Absorber, Gas Gas Heater

www.kles.co.kr

YUSEONG-GU, DAEJEON /
+82 42 671 1122

KmsEmec Co.,Ltd

Ship Design Engineering, Technical Consulting

www.kmsemec.co.kr

HAEUNDAE-GU, BUSAN /
+82 70 7450 5640

KOC ELECTRIC CO., LTD.

H/V Transformer (ATEX, WATER COOLED TYPE),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Bus
way/Bus Duct

www.kocelec.com

GANGSEO-GU, BUSAN /
+82 51 970 6315

KOKAKO Co., Ltd.

Exhaust Valve & Valve Seat Grinding Machine, Nozzle Lapping Machine

www.코카코.com

YEONGDO-GU, BUSAN /
+82 51 403 4114

KOMECO Co., Ltd.

Eng. & T/C Tacho System, Vibration Measuring System, D/G Engine Control Panel,
Electronic Equipment, Electric System

www.komeco.net

GIJANG-GUN, BUSAN /
+82 51 724 5070

Kongsberg Maritime Korea Ltd.

Alarm monitoring system, Cargo monitoring system, Offshore technology

www.km.kongsberg.com

GIJANG-GUN, BUSAN /
+82 51 749 8600

KOREA E.N.G Co., Ltd.

Plant Industry Equipment / Hydraulic Parts / Pneumatic Parts

KOREA FILTER CO., LTD.

STRAINER, OIL FILTER, AIR FILTER, AUTO STRAINE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37 7641
www.korea-filter.co.kr

YANGSAN-SI, GYEONGNAM /
+82 55 367 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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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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ll hydraulic system), Adjust alignment (centering), Newly
make products & Pipe line

http://kotofft.com

SAHA-GU, BUSAN /
+82 51 417 8501

KSP Co., Ltd.

Ship Engine Valve Spindle, Forging, Friction Welding, Special Welding, Flanges, Ring
Gear, Ball Valve, Piston Crown, Con-Rod, Sprocket, Shank Ripper, etc., Axial Pump Sleeve,
Cold Pilfering, Roller, etc.

www.kspvalve.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6274

KSV (Korea Special Valve) CO., LTD.

Valve Spindle & Valve Seat (Exhaust / Intake) for Marine Diesel Engines (2-Stroke /
4-Stroke)

www.ksv-valve.co.kr

YEONGDO-GU, BUSAN /
+82 51 415 4466

KT Marine Co., Ltd.

Crew & Ship Management, Ship Supplies

www.ktmarine.co.kr

HAEUNDAE-GU, BUSAN /
+82 51 784 6006

KTC Co., Ltd.

Heat Exchanger

KTE CO., LTD.

Marine & Offshore Switchboard(High, Low), Marine Control Consoles, Side Thruster
(CPP, FPP), Alarm Monitoring System

www.kte.co.kr

GANGSEO-GU, BUSAN /
+82 51 265 0255

KTMI CO., LTD. (Korea Total Marine
Innovation Co.,Ltd.)

Car Lashing, Container Fixed Fittings, Emergency Towing System, Fully Balanced Steel
HHP Anchor(welded type), Anchor Chain Stopper, Telescopic Radar Post, Mooring
Fittings, Towing Equipment for Offshore

www.koreatmi.com

GANGSEO-GU, BUSAN /
+82 51 971 9911

Kuk Dong Elecom Co., Ltd.

Marine & Offshore Lighting Fixtures(LED), Explosion-proof Lights, Flood & Search Lights,
Explosion-proof Connection, Multi Cable Transits, Reefer Container Sockets, Night Vision
Systems

www.kukdongelecom.com

SAHA-GU, BUSAN /
+82 51 266 0050

KUKDONG ELECTRIC WIRE CO., LTD Shipboard Cable, LAN, UTP Cable, Power Cable, Rubber Cable, PVC Cable

www.cablekukdong.co.kr

JINCHEON-GUN, CHUNGBUK /
+82 43 530 2000

Kum Kang Precision Co., Ltd.

Marine Valve(Hose, Globe, Angle, Others), Valve for Engine (Control Air Reservoir, Main
Starting, Starting, Crank Case Relief Valve, Others), Air Reservoir Tank (Main Air Reservoir,
Others)

www.kkthebest.com

SAHA-GU, BUSAN /
+82 51 262 4894

KWANG SAN CO., LTD.

Air Vent Head, Expansion Joint, Heating Coil, Pipe Spool, Flat Heater, Crankcase Relief
Valve, Cargo Heater

www.kwangsan.com

GANGSEO-GU, BUSAN /
+82 51 974 6301

KWANG SUNG Co., Ltd.

Scrubber System, SCR System, Pipe Support

www.ikwangsung.com

GIMHAE-SI, GYEONGNAM /
+ 82 55 338 9973

Kwanglim Marine Tech. Co., Ltd.

STEEL DOOR, HULL APTEHER BLANK, RADAR MAST, HI-PRESSEU WATER MIST FIRE
FIGHTING SYSTEM

www.klmt.co.kr

GANGSEO-GU, BUSAN /
+82 51 313 0055

Kyung Eun Ceramics Co., Ltd.

Ceramic Back-up Tape

www.ke-ceramics.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45 7761

Kyungsung Industry Co., Ltd.

Clamp, Sus Coner, Anchor Strip

www.e-clamp.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4960

LDC CRANE SERVICE CO., LTD.

Hydraulic Press (Marine Crane), Hydraulic Components (Marine Crane)

LDC-KOREA CO., LTD.

Traders (Marine Equipment), Ship Repair

www.ldc-korea.com

HAEUNDAE-GU, BUSAN /
+82 51 266 4037

Leeyoung Industrial Machinery
Co., Ltd.

Engine Casing, Corr. BHD, Upper Deck, Built-Up Longitudinal, Chain Locker, Lashing
Bridge, T-Bulkhead, Hatch Cover, Curved Block, Mega Block

www.leeyoung.co.kr

ULJU-GUN, ULSAN /
+82 52 231 5800

LHE Co., Ltd.

Plate Type Heat Exchanger, Welded Plate Type Heat Exchanger, Fresh Water Generator,
Plate & Shell Type Heat Exchanger, Spiral Type Heat Exchanger

www.lhe.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40 0625

LS Cable & System Ltd.

Shipboard Cables, Offshore Cables, Super High Voltage Cables, Overhead Transmission
Line, Medium & Low Voltage Cables, Special Rubber Cables, Optical Fiber

www.lscns.co.kr

ANYANG-SI, GYEONGGI /
+82 2 2189 9114

LUXCO CO., LTD.

Switching Business (Marine/Land Switchboard), Electronic Business (Motor Controller,
Ground Monitor, Group Annunciator, Line Fault Detector, etc.), Solar Module Business
(PV Development, Solar Module, PV System)

www.luxco.co.kr

SAHA-GU, BUSAN /
+82 51 260 1300

MIN SUNG CO., LTD.

Steel outfitting(Cable tray, Access, Swing away & Maintenance hatch, Electric cable box,
C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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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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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INTECH CO., LTD.

Ship Curtain, Ship Roller Blind, Ship Upholstery, Ship Mattress, Ship Sofa & Chair, Ship
Carpet & Vinyl Sheet

http://mo-dern.com

SASANG-GU, BUSAN /
+82 51 325 0260

MRC (Marine Radio Co., Ltd.)

Public Address System, Auto Tel. Exchange Sys., Communal Aerial Sys., Marine Clock
System, Common Battery Sys., IBS Console

www.mrckorea.co.kr

YEONGDO-GU, BUSAN /
+82 51 414 7891

MSL Compressor Co., Ltd.

Breathing Air Compressor, HP Gas Compressor (N2 / CNG / HE, 3 ~ 350kg / cm2 (Bar)

www.mslcomp.com

POCHEON-SI, GYEONGGI /
+82 31 541 7000

Mt.H Control Valves Co., Ltd.

Ship&Plant Valve, Engine Valve, Cryogenic&Plant Valve

www.mth.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4 8800

Mytec Co., Ltd.

S&T Heat Exchanger, Pressure Vessel, Plate Heat Exchanger

www.imytec.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7474

National Clamp

Shipbuilding Tools (Lifting Clamp/Hook, Ratchet Pullers/Pushers, etc)

www.clampimt.com

SASANG-GU, BUSAN /
+82 51 324 6015

NK Co., Ltd.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CO2 Fire Fighting System, Deck Foam Fire Fighting
System, Dry Powder Fire Fighting System, Loose Fire Fighting Appliance, Water Mist Fire
Fighting System, Hi-Ex Foam Fire Fighting System etc

www.nkcf.com

GANGSEO-GU, BUSAN /
+82 51 200 0101

NOW Co., Ltd.

Fire Shutter, Damper, Steel Structure, Heat Exchanger, Pressure Vessel, Oil Heater, Large
Flange, Large Ring, Marine Engine Components, Flange Piston, Cylinder, Block, Shaft Etc.

http://nowcan.co.kr

YANGSAN-SI, GYEONGNAM /
+82 55 387 4811

Ok Kwang Engineering Co., Ltd.

Industrial Valve

www.okv.co.kr

SASANG-GU, BUSAN /
+82 51 326 7741

ONNURIPLAN CO., LTD.

Dust & Gas Masks, Sanitary Mask Cevers

www.onnuriplan.com

BUCHEON-SI, GYEONGGI /
+82 32 681 7780

Oriental Precision & Engineering
Co., Ltd

Deck Crane, Hose Handing Crane, Provision Crane, Knuckle Crane, Electris Slewing
Crane, Monorail Crane, Engine Room Crane, Offshore Crane, Gantry Crane, Windlass &
Mooring Winch, Life Boat Davit, Fee-Fall Davit

www.opco.co.kr

GANGSEO-GU, BUSAN /
+82 51 202 0101

ORION TECHNOLOGY Co., Ltd.

ME Engine Marine Product, MC Engine Marine Product, Sensor/Measurement
Equipment, Marine Display/Computer, Security Display, Broadcasting Display

www.orion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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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t system, De-NOx SCR system, Cargo monitoring system, High
& overfill alarm system, Water ingress alarm system

www.worldpanasia.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1010

Pie Plus Co., Ltd.

Rudder stock, Pintle Intermediate Shaft

www.piplus.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9338

POSCO PLANTEC CO., LTD.

Tower,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Reactors, On/Offshore Equipment & Module,
Skid Type Process Module, Desalination, Shipbuilding Block, Drilling Module, Jack-up
Rig, Nuclear Power Plant, Steam Generator & Condenser, LP/HP Heater, HRSGs

www.poscoplantec.co.kr

POHANG-SI, GYEONGBUK /
+82 54 279 7114

PROSAVE CO., LTD.

Crankcase Explosion Relief Valve, Smart High Velocity Pressure / Vacuum Relief Valve, Air
Release&Vacuum Breaker Valve

www.prosave.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13 3511

S&SYS Co., Ltd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Switchboard, Ship Automation System

www.snsys.net

HWASUNG-SI, GYEONGGI /
+82 31 229 1207

S&W Co., Ltd.

Cam & Cam Shaft, Valve Spindle & Seat Ring, Piston Pin, Bolt & Nut

www.snwcorp.com

SAHA-GU, BUSAN /
+82 51 205 7411

S.A.M-TECH CO., LTD.

Control Lever, Control Cable, Hydraulic Steering System, Auto. Pilot System, Stem Drive
System

www.samartkr.com

NAMDONG-GU, INCHEON /
+82 32 815 6314

SAMGONG CO., LTD.

Oil Purifier, Ship's Window, Ship Accommodation ladder, Cathodic protection system,
Elevator type tower gangway, Ship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Quick Release
mooring hook&road monitoring system

www.sam-gong.co.kr

GANGSEO-GU, BUSAN /
+82 51 200 3040

Samin Information System Co., Ltd. Quality Control System(Dimensional Control) for Ship Block and Offshore Module, 3D
Measurement & Dimensional Control Analysis (Laser Scanning & Total Station Data
Based)

www.saminis.com

HAEUNDAE-GU, BUSAN /
+82 70 7771 2104

SAMJOO ENG. CO., LTD.

www.sam-joo.co.kr

JINJU-SI, GYEONGNAM /
+82 51 264 6677

Ship's Galley and Laundry Equipment, Galley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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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KUN CENTURY Co., Ltd.

ARA PLASMA 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Fresh Water Supply Unit, Fresh
Water Genenrator (R.O Type), UV & All Kinds of Sterilizers, PE Coating, etc/Painting, Pipe
Spool (Vessel/Offshore)

www.samkunok.com

MIRYANG-SI, GYEONGNAM /
+82 55 338 3030

Samwoo Immersion Co., Ltd.

Software (AR, VR)

www.samwooim.com

HAEUNDAE-GU, BUSAN /
+82 51 977 0301

SAMWOO MCP Co., Ltd.

Components of LNG Carrier (NO96 Type Coupler Set, Mark lll Type Cargo Containment
System), Parts of Marine Engine & Heavy Equipment (Special Bolt & Nut, Washer etc.), etc.

www.samwoomcp.com

GANGSEO-GU, BUSAN /
+82 51 780 3000

SAMYANG MARINE EQUIPMENT
CO., LTD.

Lightings, Search Lights, etc.

SAMYANG METAL IND. CO., LTD.

Copper & Copper alloy Flanges, Copper & Copper alloy Fittings

www.cuniship.com

SAHA-GU, BUSAN /
+82 51 266 6655

Samyoung Machinery Co., Ltd.

Piston, Cylinder Head, Cylinder Liner, Crankcase, Front End Box FOR MAN 16/24, 21/31,
23/30, 27/38, 28/32, 32/40 engines, HIMSEN H17/28, H21/32, H25/33, H32/40 engines,
EMD 567, 645, 710 engines

www.sym.co.kr

GONGJU-SI, CHUNGNAM /
+82 41 840 3000

Samyoung M-TEK Co., Ltd.

Bridge Bearing, Steel Structures, Shipbuilding, Industrial Plants, Construction
Equipment, Wind Power Parts

www.symtek.co.kr

HAMAN-GUN, GYEONGNAM /
+82 55 589 7730

SAMYUNG ENC CO., LTD.

AIS (SI-30), DSC VHF Radio Telephone (STR 6000A), Navtex Receiver (SNX-300), Radar
Transponder (SAR-9), GPS Plotter

www.samyungenc.com

YEONGDO-GU, BUSAN /
+82 51 601 6666

Sandong Metal Industry Co., Ltd.

Choke/Cementing Manfold, Plug Valve, Choke Valve, Ball Valve, Swivel Joint, Pup Joint,
Steel Hose Loop, Fittings ( TEE, ELBOW, ADAPTER, CROSS AND ETC.), Hammer Union

www.smi-sdhitec.com

GUMI-SI, GYEONGBUK /
+82 54 472 2250

Sangsangin Industry Co., Ltd.

Offshore Cranes, Deck Cranes, Hose Handling Crane, Provision Crane, Engine Room
Crane, Rescue Boat Davit, etc

www.dongnam-crane.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720 3032

Saracom Co., Ltd.

GMDSS Equipment

www.saracom.co.kr

YEONGDO-GU, BUSAN /
+82 51 600 9000

Scana Korea Hydraulic LTD

Actuators, HPU and Local Control Panel, Offloading Systems, Winches and Mooring
System, Turret, Swivel, High-Alloy Castings, Forgings and Wear-Resistant Steel, Gears,
Propellers and Propulsion System, Tunnel Thrusters

www.sca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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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Equipment, Piping for Marine Engines, Defense Industry, Cargo Piping System,
Railroad Car, Purifier Module, H.F.O Supply Unit, Reducer Component, Engine Room
Unit etc.

www.sejin89.co.k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39 4700

Seoul Electric Wire Co., Ltd.

Offshore & Shipboard Cables, Travelling Cables, High Voltage Power Cables, Nuclear
Cables, Communication Cables, Oil & Gas Cables

www.seoulcable.com

SONGPA-GU, SEOUL /
+82 2 2047 0734

Seun Electric Co., Ltd.

Battery Charger and Dist. Board, Reefer Container Socket, Warning Alarm System, Signal
Light Column, Group Starter Panel, Full Auto. Charging Sys., LCD Display Monitor,
Normal Type Warning Alarm Horn & Light etc.

www.seunelectric.co.kr

SAHA-GU, BUSAN /
+82 51 208 4641

Sewon Industries Co., Ltd.

High velocity P/V valve, Air vent head, Expansion joint, Flame arrester / Breather valve

www.sewon-ind.com

HAMAN-GUN, GYEONGNAM /
+82 55 580 7200

SG Safety Corporation

Industrial Safety(dust Respirator, Gas Masks etc.), Rubber Products(Life saving Rafts,
Speed boats, River boats etc.), Coated Fabric(CSM rubber fabric, Neoplan rubber fabric
etc.), NBC Shelter(Gas particle filter etc.), etc.

www.sgsafety.net

PYEONGTAEK-SI, GYEONGGI /
+82 31 651 3026

Shin Heung ENG. Co.

Fire-Proof Curtain (Curtain/Blackout/Roller Blind), Shower Curtain (Water-Proof&FireProof ), Fire-Proof Upholstery (Fabric/PVC/Nature Leather), Fire-retardant Mattress
(Spring/Spring-Pocket/Polyurethane), Fire-retardant Bedding (Duvet,Pillow,Topper), etc.

www.shinheungeng.co.kr

GANGSEO-GU, BUSAN /
+82 51 9 941 6455

Shin Myung Tech Co., Ltd.

Air Motor/Winch, Acc. Ladder Winch, Air Tugger Winch, Rescue Boat /Life Raft Winch,
Miscellaneous Davit, Rescue Boat /Life Raft Davit, Air/Electric Capstan, Mooring Winch.,
Provision Crane, Hose Handling Crane, Air Driven Diaphragm Pump, etc.

www.smdavit.com

YANGSAN-SI, GYEONGNAM /
+82 55 363 7091

SHIN SHIN MACHINER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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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spump.com

GIJANG-GUN, BUSAN /
+82 51 713 0000

Shin-A Co., Ltd.

Navigational/Communication Equip.

www.shina-ent.com

SAHA-GU, BUSAN /
+82 51 204 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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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ong Digitech Co., Ltd.

Satellite TV Sets, Draft Buoy (1M, 1.6M, 2.4M, Discus Buoy), Satellite Communication
Equipment, Ocean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www.shindong.com

DONG-GU, BUSAN /
+82 51 461 5000

Shinhan Heavy Industries Co., Ltd.

Deck House, Living Quarters, Topside Module & etc, Engine Casing & Funnel, Pontoon /
Column, Helideck, LPG Tank module, Fore/Aft Body & Other

www.shinhanheav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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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sung Engineering Corporation Air Con. Plant, Ref. Plant

www.ishinsung.com

GANGSEO-GU, SEOUL /
+82 2 2600 9602

Silla Metal Co., Ltd.

Pixed Pitch Propeller(FPP), Controllable Pitch Propeller(CPP, Shafting, Stern Equipment

www.sillametal.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5991

Simulation Tech Inc.

Emergency Shutdown System, Grease Extractor/De-Oiler, Scrubber, Voyage Data
Recorders, Emission Monitoring System, Operator Training Simulator

www.simulationtech.co.kr

SEO-GU, INCHEON /
+82 2 3281 0960

SIN YOUNG ENTERPRISE CO., LTD.

Block, Lashing Bridge, Mooring, Container Ship Equipment, Hatch, Manhole

www.sy-ind.com

GIMHAE-SI, GYEONGNAM /
+82 55 346 0034

SKMARINTEC CO., LTD.

Sewage Treatment System, Electrolysis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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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l Mist Detection Sys.(Atmospheric & Crank Case), Ship Energy Efficiency Monitoring
Sys., Shaft Power Torsion Meter, Bearing Wear Monitoring Sys., Tank Level Gauging Sys.,
UV Sterilzer Sys., Valve Actuator, Special Gasket

www.specs.co.kr

SEONGNAM-SI, GYEONGGI /
+82 31 706 5211

SSL International Co., Ltd.

Marine supplier

www.sslint.kr

GANGSEO-GU, BUSAN /
+82 51 303 3033

STACO CHALMERS Co., Ltd.

Unit Cabin, Unit Toilet, Marine Door

STACO Co., Ltd.

Wall Panel, Ceiling Panel, Cabin Door, Unit Toilet, Cabins, Floating Floor, Interior
Furnishing, Marine Engineering, Installation, Marine Accommodation Total Supplier

www.staco.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7000

STN Inc.

Fall Safety Net, Protection Net, Rope, Rope Gabion

www.stninc.co.kr

UIYEONG-GUN, GYEONGNAM /
+82 55 817 7648

STX Engine Co., Ltd.

Marine Diesel Engine, Military Diesel Engine, Electronic Communication Equipment,
Power Plant, Power Generation, Engine Part

www.stxengine.co.k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80 0114

STX Heavy Industries Co., Ltd.

Turbocharger, Diesel Engine Parts, Industrial Components, Shipbuilding Machinery,
Cargo Pump System, Casting Parts

www.stxhi.co.kr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80 0700

Suh Han Ind. Co., Ltd.

Cable Tray & Fitting(Ladder type & Channel type), Hot Dip Galvanizing, Marine Window

www.suhhani.com

SAHA-GU, BUSAN /
+82 51 204 1920

SUNBO INDUSTRIES CO., LTD.

Shipbuilding(LNG Fuel Gas Supply System, LNG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LNG/
LPG Compressor Packag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ank Top Unit, Engine
Room Unit, Other Package Units), etc.

www.sunboind.co.kr

SAHA-GU, BUSAN /
+82 51 261 3454

SUNG IL CO., LTD. (SIM)

Pre-fabricated Piping Spools, Induction Pipe Bending, Marine Engine Pipe, Automobile
Engine Pipe, Gas Turbine Components, LNGC Valve unit Assembly, Offshore Unit
Assembly

www.sungilsim.com

SASANG-GU, BUSAN /
+82 51 831 8800

SungKwang Bend Co., Ltd.

Pipe Fittings, Butt. Welding / Socket Welding / Thread Type / Flange, Carbon Steel / Alloy
Steel / Stainless Steel / Duplex Steel / Ni-Base Alloy Steel / Cu-Ni Alloy Steel

www.skbend.com

GANGSEO-GU, BUSAN /
+82 51 330 0200

SUNGMI CO., LTD.

Door, Wall Panel, Ceiling Panel, Unit Toilet, Cabin Unit, Hardware, Pilot Door, Watertight
Sliding Door, Cabin for Heavy Equipment

www.sungmi.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29 1117

SUNG SIN INDUSTRIES CO., LTD.

Hatch Coaming, T-BHK Block, Fore-Mast & Post, Water Separator, Water Mist Catcher,
Louver Separator

http://sungsin.koreasme.com

GYEONGJU-SI, GYEONGBUK /
+82 54 776 6441

Suro Propeller & Machinery Co.

Propeller, Propeller Shaft (Propeller manufacturing and repair)

www.suropump.co.kr

YEOUNGDO-GU, BUSAN /
+82 51 415 0444

TAE YOUNG TRADING LTD.

Receptacles & wire accessories, Flood light, Deck light, Reflector lamps, HRF mercury
lamps, Sodium lamps, Marine electrical equipment

www.marine-material.com

JUNG-GU, SEOUL /
+82 2 2272 1960

GANGSEO-GU, BUSAN /
+82 51 97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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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waKalpa Seal Co., Ltd.

Compressed Non-Asbetstos Panel, Gasket, etc.

www.taehwa1.com

GANGSEO-GU, BUSAN /
+82 51 831 9944

TAEIL M-TECH CO., LTD.

Valves

www.taeilmtech.com

SAHA-GU, BUSAN /
+82 51 262 7166

TANKTECH CO., LTD.

High Velocity P/V Valve, Portable Measuring System, Tank Cleaning Machine, Hold
Cleaning Machine, Water-mist Fire Fighting System, Emergency Towing System, Anti
Heeling System Eductor, Dry Cargo Hatch Cover

www.tanktech.co.kr

SAHA-GU, BUSAN /
+82 51 979 1600

Techcross Inc.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CS(Electro-Cleen™ System)

www.techcross.com

GANGSEO-GU, BUSAN /
+82 51 601 4700

TECHMARINE S/W CO., LTD.

Loading Computer System, Function for Longitudinal Strengh & Stability (Intact +
Damage) Calculation

www.techmarine.net

YEONGDO-GU, BUSAN /
+82 51 467 7003

TETRADYNE CO., LTD.

Marine Monitor, Marine Panel PC, Industrial Monitor, Industrial PC, OPEN-FRAME / OEM
Monitor

www.tetradyne.co.kr

GURO-GU, SEOUL /
+82 2 323 4972

THE SAFETY CO., LTD

CNG Transportation&Refilling, Fire Fighting system, Engineering for Fire fighting system
& Ballast treatment system, Annual inspection

www.the-safety.com

GANGSEO-GU, BUSAN /
+82 51 4633119

TK CORPORATION

Elbow, Reducer, Tee, Cap, Super Cleaning Fitting

www.tkbend.co.kr

GANGSEO-GU, BUSAN /
+82 51 831 6550

TMC Co., Ltd.

Offshore Cable for Oil & Gas Projects, Marine Cable, Optical Fiber Cable

www.tmc-cable.com

CHEONAN-SI, CHUNGNAM /
+82 41 589 6500

Toogram Systems Inc.

Navigator Decision Support System, Vessel Engine Failure Prediction System

www.toogram.com

HAEUNDAE-GU, BUSAN /
+82 51 743 0905

TOPSAFE CO., LTD.

High Velocity Pressure Vacuum Valve, Breather Valve, Falme Arrester, Emergency Vent
Cover, Detonation Flame Arrester

www.topsafe.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38 9986

TTS Internation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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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N-SI, CHUNGNAM/
+82 31 478 4020

VISER CO., LTD.

PHE (Plate Heat Exchanger) Gasket, Valve Seat, Dust Packing, Motor Seal, Battery Gasket,
Transformer Gasket/O-Ring, Dust Cover

www.viser.co.kr

GIMHAE-SI, GYEONGNAM /
+82 55 346 5575

WhaYoung Co., Ltd.

Supply Unit Ass’y, Collector Block Ass’y, Fuel & Exh. Movement, Fuel Pump Ass’y,
Regulating Shaft Ass’y

www.whayoung.co.kr

MIRYANG-SI, GYEONGNAM /
+82 55 359 1100

WONSON Korea Co., Ltd.

CCTV System, AMS Service

www.wonson.co.kr

HAEUNDAE-GU, BUSAN /
+82 70 4633 6686

WOOJOO M & E Co., Ltd.

Explosion Proof Junction Box/Enclosure, Signaling Device, Ref. Chamber Alarm System,
Hospital Calling System, Air Lock Alarm System, PGB-1 Door, UPS

www.wjme.com

SAHA-GU, BUSAN /
+82 51 200 9114

WOORI OCEANTECH CO., LTD.

Internal Combustion Engine For Vessel: CRM 18D/BR-2

www.wooriocean.com

GANGSEO-GU, BUSAN /
+82 51 973 1280

WOOSHIN APEC CO., LTD.

Marine Lighting Fixture, LED Flood Light (Factory Light), Aluminium Composite Panel

www.alcowall.com

GANGSEO-GU, BUSAN /
+82 51 832 2000

YBC CO., LTD.

Stairway Body, Ladder

www.byhd.co.kr

GANGSEO-GU, BUSAN /
+82 51 974 5000

YOOWON INDUSTRIES LTD.

Steering Gear, Auto Filter, Deck Machinery

www.yoowonind.com

SAHA-GU, BUSAN /
+82 51 205 8541

YOUJEON INDUSTRY CO., LTD.

Marine engine parts, Engine bed

CHANGWON-SI, GYEONGNAM /
+82 55 297 2121

YOUNGKWANG MACHINE CO., LTD. Package Unit, Group Unit, Module Unit for Industrial Plant, Machinery (Drilling Machine)
(Grinding Machine)

www.ykmc.com

ULJU-GUN, ULSAN /
+82 54 776 6456

YOUNGLIM TIMBER CO., LTD.

www.younglim.com

NAMDONG-GU, INCHEON /
+82 32 811 9051

Fire Retardant surface material(Wood, Plywood), Interior Wood, Plywood, Wooden
Deck, Pallet,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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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building Statistics

Korean Shipbuilding Performance
• New Orders
Export

Year

Domestic

No.

G/T

No.

2010

306

18,324,410

14

Total
G/T

Change (%)

No.

G/T

No.

579,928

320

18,904,338

540.0

G/T
376.3

2011

236

19,585,779

30

1,461,021

266

21,046,800

-16.9

11.3

2012

176

11,301,795

38

1,29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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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1

2017

166

16,382,958

33

3,413,984

199

19,796,942

221.0

2018

203

17,654,440

41

5,356,555

244

23,010,995

22.6

16.2

2019

196

16,614,586

18

916,805

214

17,531,391

-12.3

-23.8

2020

150

14,315,640

24

2,768,299

174

17,083,939

-18.7

-2.6

No.

• Completions
Export

Year

Domestic

Total

Change (%)

No.

G/T

No.

G/T

No.

G/T

2010

361

25,272,842

15

1,124,172

376

26,397,014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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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12,694,806

17

483,239

164

13,420,673

-38.6

-37.4

2019

191

18,453,550

22

2,414,969

213

20,868,519

29.9

55.5

2020

152

13,008,812

39

4,584,467

191

17,593,279

-10.3

-15.7

G/T

No.

G/T

80,675,468

-17.2

-16.2

• Order Book
Year
2010

Export
No.
1,048

Domestic

Total

G/T

No.

G/T

74,716,300

71

5,959,168

No.
1, 119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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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36,776,396

70

9,110,079

454

45,876,475

13.2

23.3

2019

388

34,838,538

64

7,697,407

452

42,535,945

-0.4

-7.3

2020

378

35,905,236

74

8,122,845

452

44,028,081

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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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Marine Equipment Status
• Member Products (As of: Dec. 31, 2020)
Department

No.

Department

No.
153

Electric / Electronics

45

Outfitting

Engine

22

Others

Hull

19

Total

15
254

• Members Location (As of: Dec. 31, 2020)
(Unit: No. of Companies)

Seoul: 8
Incheon: 6
Gyeonggi: 13

Gangwon: 2

Gyeongbuk: 7

Chungbuk: 2
Daegu: 1
Chungnam: 4
Gyeongnam: 58
Sejong: 1
Daejeon: 2
Jeonbuk: 1
Jeonam: 2

Source: Korea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KOMEA)

66 I Korea Marine Equipment

Ulsan: 13

Busan: 134

Marine Equipment Statistics

• Marine Equipment Export Status
First Half of the Year
2,000

Second Half of the Year

Total

1,909
1,447

1,500

934

1,329

705

1,000
500

976

742

(Unit: US$ Mil.)

1,453
1,298

661

654

668

644

1,203
758
588
695

615

0
2016

2015

2017

2018

2019

Category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irst Half

976

742

668

644

695

615

Second Half

934

705

661

654

758

588

1,909

1,447

1,329

1,298

1,453

1,203

Total

2020

- By Category

(Unit: US$ Mil.)

Division

Medium Division

Engine &
Machinery

M/E, G/E & Accessory

2018

2019

2020

527

391

319

254

117

30

42

64

79

37

37

16

13

31

32

Pump

11

8

14

22

43

22

Shafting & Propeller

3

3

6

7

11

8

14

7

3

6

9

7

1,099

797

596

481

477

402

135

132

121

137

135

124

Cargo Handling Equipment

23

17

9

9

10

7

Accommodation

79

63

32

32

32

28
47

Valve, Pipe & Fitting

109

68

71

78

100

Safety Equipment

68

36

9

6

9

17

HVAC

25

27

21

22

38

33

Anchoring & Mooring Equipment

Manoeuvring Equipment
Etc.

3

3

6

7

13

14

84

61

56

52

39

50

526

407

325

343

376

320

Cable

82

62

64

68

75

67

Navigation Equipment

12

12

3

46

23

12

Automation & Control System

48

38

13

17

156

71

Lighting Fixture

10

10

4

3

4

4

Switch Board & Panel

5

5

5

4

7

7

Communication Equipment

1

1

1

1

2

2

Sub-Total

28

29

173

175

169

165

186

157

263

314

436

328

Metal Equipment

66

58

45

49

51

49

Welding Equipment

25

24

96

102

103

87

Chemical Equipment

8

7

5

8

7

5

Casing Equipment

0

0

0

0

0

0

Etc.

2

0

1

0

0

10

Etc.
Sub-Total
Hull

2017

625

134

Sub-Total

Electric /
Electronics

2016

900

Boiler

Auxiliary Machinery

Etc.
Outfitting

2015

Sub-Total
Total

101

89

147

159

161

151

1,910

1,448

1,328

1,298

1,452

1,203

Source: Korea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KO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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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laza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 산업 변화

AI로 진단·VR로 면회 … 스마트병원 구축 속도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모든 분야에서 바이러스 감염 방지와 격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가 뉴노멀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의료분야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진단, 역학·추적 등에서의 기술 혁신이 위기를 기회의 장으로 변화시켰고, 이제 헬스케어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비대면 의료는 전화, 이메일, 전화, 채팅 등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비대면 의료 세부 범위 안에는 비대면 진료가
있다. 화상진료, 전화진료, 2차 소견, 데이터 판독 등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단순 전화, 화상 통화 등을 넘어 챗봇,
웨어러블 기기, 인공지능 (AI) 스피커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비대면 의료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과 처방 등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 효과성 입증
및 도입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중점 육성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화를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의 확대·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 (AR)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 의약품 택배 배송, 처방전 전송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인력 부족 등 이유로 니즈 높아
특히 국내 의료시장은 인구수에 비해 의료 인력이
부족하며 지역 간의 서비스 차이도 크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큰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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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는 2015년 790억달러에서 2020년 2,06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4년 후인 2025년에는 2,500억
달러까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병원들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원격
진료 필요성에 공감하며, 모바일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3~4월 문경에 생활치료
센터를 운영하면서 첨단정보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해 문경에 있는 환자의 심전도·혈압·산소포화도·
심박수·호흡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병원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체 환자의 동선을 관리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들도 비대면진료를
위한 스마트병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려대
의료원도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P-HIS)을 도입했다.
고대의료원은 안암병원 P-HIS 도입을 시작으로
구로병원, 안산병원에 차례로 적용하고 점차 타 병원으로
보급·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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