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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사양산업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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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이란

 새로운 기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해가는 산업

 성장산업이 환경에 따라 사양산업이 되기도 함

 우리 조선이 사양산업이란 주장의 배경

 선박이 첨단 제품이 아니라는 인식

 일본, 중국에 선박 시장을 뺏겼다는 판단

 우리 조선소들의 최근 재정 적자

 조선산업을 제대로 모르는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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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첨단 제품이다

 대형 LNG운송선

 영하 163°C의 액화천연가스를 운송

 북극을 항해 LNG운반선은 LNG기술+내빙기술(혹한, 빙하를 견디는 기술)

 초대형 컨테이너선(20,000TEU급)

 초대형 유조선(30만톤급)

 LNG연료 추진 선박

 기존의 벙커C유를 대치하는 친환경 선박

 첨단 기술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우리의 자부심 선박

영하 163°C의
액화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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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통한 한국 조선산업의 국가 기여

 무역수지=수출액 - 수입액

 선박, 해양플랜트 및 부품 기준

 늘 무역 흑자를 주는 조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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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조선산업 무역수지 비교



6http://casper.snu.ac.kr.

2019년 조선산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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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 신조선 발주

 2019.1~2019.4 전세계 신조선 총 769만 환산톤수(CGT) 발주

 중국 344만(140척,45%), 한국 202만(45척,26%), 일본 71만(39척,9%)

 척당 평균 CGT-높을 수록 고가 선박

− 한국 4.5 : 발주된 LNG선박 등 고급 선박 대부분 수주

− 중국 2.46

− 일본 1.82

 중국은 4월에만 20만톤급 대형 벌크선 16척 자국 발주

 고부가 선박(value 시장)은 우리가 독무대, 중저가 선박(volume시장)에서는

경쟁력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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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조선기술 소식

 중국 조선 기술

 2018 중국 후동중화조선 건조 LNG선 글래드스톤호 폐선 결정

 2007~2015 유럽 선박 보험금 청구 비율에서 중국 건조 선박이 89%

 일본 조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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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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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선 수요 시장

 세계 조선 수요 시장

 육지의 자동차와 바다의 선박은 운송 장비라는 유사성이 있음

 국제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대형 ISC(International Shipping Company)와 국

가별 NSC(National Shipping Company)가 수요 창출

− ISC: 덴마크 Maersk, 스위스 MSC 등

− NSC: 각국의 국영해운사

 신규 선박 수요와 노후 선박 대체 수요가 늘 존재

 값싸고 품질 좋은 경제성 선박의 상시 경쟁

 전기 선박,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등 새로운 선박 수요 증가

 신규 수요와 대체 수요는 늘 존재하나 국제 경기에 민감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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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선 공급 시장

 세계 조선 공급 시장

 (자동차 회사와 조선소가 유사성이 있음)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조선소만이 생존하는 시장경제

 조선소가 다 같은 조선소가 아니고

(1) 특화된 선박,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력의 조선소와

− (우리 나라) LN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유럽) 대형 크루저 조선소

(2) 일반 중저가형 선박 건조 조선소들

− (중국, 일본, 우리 중견급 외) 중형 벌크선, 중형 탱커 등

 수출선 중심의 상용 조선소들과 자국선 중심의 국영조선소가 경쟁

 생산 규모, 생산 선박, 물량에 따라 다양한 조선소들이 있으며 국내

외 경제 상황에 따라 공급 물량은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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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선산업 경쟁국

 중국

 자국 선박 수요, 자국 조선소를 기반으로 중저가 선박 시장 점유

 낮은 임금, 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

 최근 대형 고부가 선박건조로 한국과 경쟁

 일본

 자국 선박 수요, 자국 조선소를 기반으로 중저가 고급 선박 시장 점유

 고품질, 표준화 선박으로 독자 시장 구축

 미국

 자국 선박 중심. 국제 경쟁력 상실

 유럽

 크루저 조선소 독점, 중소형 특수선 선박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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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조선 산업

 우리 나라 조선산업

 국내 선박 수요는 미미, 대부분이 수출선박

− 주요 ISC와 NSC의 선박 건조

 공급능력은 세계 정상

− 빅3 조선소: 대형 고부가 선박(예, LNG운반선)에서 세계를 압도

− 중견, 중형조선소: 일본, 중국과 치열한 경쟁 시장

 독자 기술력의 선박 설계와 건조

− 독자적인 설계와 엔지니어링 능력 보유

− 대형 건조 도크(dock)와 새로운 공법, 고효율 생산시스템

− 선박기자재 협력사와 공급망

− 대형 선박건조 노하우

 새로운 선박 개발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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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명품 선박과 해양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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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건조한 세계 명품 선박

 LNG운반선

 독보적 건조 기술, 화물창 기술 원천 개발

 북극항해 LN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2017년 23000TEU 컨테이너선 6척 수주

 LNG연료 추진선

 친환경 선박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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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명품 해양플랜트

 Shell의 Prelude 해양플랜트

 “해상에 떠있는 가장 큰 구조물＂

 삼성중공업에서 제작

 롯데월드타워(555m), Prelude(488m), 타워팰리스(264m), 여의도 63빌딩

(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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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명품 해양플랜트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한 Prelude 해양플랜트

 길이 488m, 폭 74m, 높이 105m

 서호주 475km해역

 심해 가스전에서 LNG생산 – 연간 3.6백만 톤 규모

− 국내 사용량의 10+%

Prelude 해양플랜트
(LNG 생산)

LNG 운반선
(LNG운반)



18http://casper.snu.ac.kr.

수출 주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조선해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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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3대 주력 “수출” 품목

 13대 품목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80%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품목들

 2019년 3월 기준 유일하게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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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를 입고 세계를 선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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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국내에서 개발 준비중인 스마트 선박 개념도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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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조선소

 국내에서 개발 준비중인 스마트 조선소 구축과 운용

한국형 스마트 조선소 개발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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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으로 나라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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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FTA) 협상

 세계 1위 조선이 FTA 협상때 쌀 시장 개방을 막아냈다….

….“미국이 마지막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거칠게 요구했다”며 “그 때 우리 측은 쌀 이

야기를 하려거든 “존스 액트(Jones Act)”부터 깨라고 맞섰다”. 미국측의 거친 쌀개방

요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조선업계 덕택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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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수출 조선산업

 수출로 대규모 고용과 외화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

 세계 해운조선 위기 속에도 기술력으로 극복

− 높은 원가와 금융 지원 정책 개선 필요

 우리 조선소에서 명품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하여 주요 고객사 확보

 AI를 접목한 스마트 선박, 스마트 조선소 추진중

− 대형 조선소는 물론 중견중소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국방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 건조

 해외에 수출(예,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수출)

 요트

 독자 개발 요트로 국민 해양레저 활동에 기여

국내 기술로 만든 함정과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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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