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해양 산업의 본질, 

한국 조선소의 경쟁력

거제대학교

AI융합기계조선공학부



시야를넓혀봅시다...

Cosmic Eye (https://www.youtube.com/watch?v=8Are9dDbW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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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8Are9dDbW24


조선해양산업, 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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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조선해양은어떤산업?

백화점은 본질적으로 어떤 산업일까? 

 고급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문화 산업?

 회장님의 정의는 “부동산 개발업”

조선해양은 본질적으로 어떤 산업인가? 경쟁자는?

3Source: api.org



[참고] Oil & Gas Pipeline 현황

4Source : www.deepresources.com, by courtesy of Philippe Rekacewicz, 2007



조선해양산업의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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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Logistics) + 선물투자(Futures)



조선산업의향후예측?

 현재의 실적은 무엇의 결과인가? 

 3~5년전의 미래 예측 실패의 결과 : ’13년 맥킨지 “고유가, 해양
부문 ’20년까지지속성장전망”

 3~5년 후 국제 교역량은? 신흥국 경제 성장률은? Oil 가격 및
Shale Gas BEP는? 

반성도 중요하지만, 과연 잘 반성하면앞으로는 틀리지 않을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선물투자가의관점으로, “근본적인것이어떻게 변할 지”를살펴
보는것이 중요

 국제물동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수요-공급 국제 불균형이 유지
or 축소될 것인가? 자급자족 국가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향후 Oil & Gas 가격은? : 대체 에너지원은 뭔가? 그 원자재는 무
엇인가? 수요-공급 불균형은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저장하고
이동시키나? 비용 및 효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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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점에서대놓고질문...

조선해양 산업이 사양(斜陽)산업인가?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 있고 리스크가 적은 국제운송 수
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판단 유보”

 선박과 같은 적재성과 이동성,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대
체 운송 수단은 현재로는 비슷한 컨셉도 없음

7

운송수단
적재량
(TEU)

운송거리
(Km)

운항속도
(Km/H)

운송시간
(Hour)

운송일
(Day)

TEU당
운송시간

운송시간
비율

컨테이너선 12,000 11,000 45 244.4 10.2 0.02(72초) 1

화물열차 60 4,100 120 34.2 1.4 0.57 28

화물기 3 4,100 700 5.9 0.2 1.95 96

* New Panamax 12,000 max. 제한 고려, 뉴욕-샌프란시스코 운송 거리 기준, 1TEU 적재중량 = 18 Ton



[참고] 컨테이너선, 화물기, 화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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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anama 운하 : 12,000 TEU max. 예상

② 에어버스 신형 화물기 벨루가 : 

적재중량 53 톤 최대 4,000Km 논스톱

운항 (’19년 운항 예정)

③ 코레일 및 CJ대한통운 공동개발 : 

30량 60TEU  20량 120TEU (’17.04)



더대놓고질문..

 조선해양 산업에서 한국 조선소는 살아 남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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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위해갖춰야하는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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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경쟁력

제품

경쟁력

납기

관리력

품질

관리력

원가

경쟁력

Eng.

능력

성능(적재, 운항) 및

연비 경쟁력

생산 예측 정확도

및 문제 해결 능력

선주 요구 다양성

충족 능력

고객 신뢰 유지

가능한 수준 품질

자재 조달비용 및

노무비/경비 경쟁력



조선소

경쟁력

제품

경쟁력

납기

관리력

품질

관리력

원가

경쟁력

Eng.

능력

현재알려져있는한-중경쟁력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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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중국

한국 >> 중국한국 >> 중국

한국 >> 중국

한국 << 중국

그래서.. 누가 이긴다는 거야?

기기장비 : 한국 = 중국

강재 : 한국 << 중국

노무비 : 한국 << 중국

생산성 : 한국 > 중국



[참고] 중국과한국의경쟁력비교
(2014)

 연구/설계 우위? : 중국 SDARI, MARIC 등 전문기관
중심 vs. 한국의 개별조선소 중심

 노무비(임금, 생산성의 종합 점수)는 누가 Win?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정부 지원 중 핵심적인 내용은? (자국해운업, 

선박금융지원 이외의 것..)

 성능(연비) 1% 차이의 현재적 가치는? (선가로
환산하면?), 그 의미는?

 그래도 중국에서 배울 점은?

12



[참고] 중국한국조선소비교 – 연구/설

계능력

13Raw Data : Clarkson, Ship intelligence Network (Sep, 2017), Analyzed by 이종무 (Power BI)

DSME

SWS



[참고] 중국임금, 노동생산성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노동생산성은 하
락

타 산업 대비 노동인구 유인력 약화 (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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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Total (yuan/year) Manufacturing Construction IT, S/W Financial intermediation Scientific Research

National Average 39589 38948 41710 57719 44898 50441
Shanghai 41762 37217 42506 72705 59467 58229
zhejiang 41272 39611 43979 51826 42595 54714

Raw Data :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 http://www.stat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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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IC (A Euromoney Institutional Investor Company) 
: https://www.ceicdata.comhttp://www.tradingeconomics.com



고객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

 화물 운송 선박이 필요한 선주 입장에서는?

 내 사업의 원가 1위 항목은? 

 나의 사업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는가?

 내 사업의 특성 및 고정 비 및 OPEX 절감 아이디어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가?

 위의 것이 다 충족이 된다면…. 이왕이면 싼게 좋지 (빌린돈 이자도 있고..)

 Energy (Oil & Gas) 개발, 시추 프로젝트에서는? (Feat. 이사날 풍경)

 뭐야? 사다리차가 안온다고? 

 음.. 사다리차 높이가 좀 더 높아야겠는데? 전화로 들을 땐 15층이면 충분할 줄 알았더니, 와서 보
니 1층이 다른 아파트 5층 높이구만.. 이런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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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운원가구성엿보기

 9,000 TEU 급 컨테이너 원가 분석 (2002년)

 자본비만 현재 기준으로 재계산 (원 자료 : 연리 7% 

 연리 2.5% 적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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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USD)

항목 비용 비율

변동비

항비 6,840 25.70%

연료비 10,602 39.80%

소계 17,442 65.50%

고정비

자본비(선가) 5,723 21.50%

선원비 1,260 4.70%

보험료 324 1.20%

수리비 270 1.00%

선용품비 326 1.20%

윤활유비 1,163 4.40%

일반관리비 109 0.40%

소계 9,175 34.50%

총비용 26,617 100.00%

* 국내선사 내부자료 (2002년) 활용 산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lassification % Cost Items %

Operating Costs 46%

Manning 19.3%

Stores & Lubricants 12.0%

Repairs & 
Maintenance

5.5%

Insurance 4.6%

Administration 4.6%

Voyage Cost 47%

Fuel Oil 37.6%

Diesel Oil 4.7%

Port Costs 4.7%

Capital Costs 7%
Interest

7.0%
Debt Repayment

Total Costs 100% 100.0%

"Cost Revenue and Cashflow“ : University of Piraeus (Greece)
https://eclass.unipi.gr



한국조선소가살아남으려면..

기본기 경쟁력 격차 유지가 가장 중요… 그리고 원가

 고객입장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성능(연비), 납기/품질관리, 

설계능력에서기본적우위를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인재 양성(대학), 관리체계 및 시스템 구축(조선소)이 핵심 : 

“조선소는 설비 보다 인력/인재가 성과를 좌지우지 하는 산업”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인력 양성 포기), 후발 국가
와 원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표준선대량생산전략”의
“치명적오판”을저지른일본의전철을밟지않아야함

 그 기본기 차이가 빛을 볼려면, 어떤 시장 선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원가및 현금흐름관리가 되어야 함 (밥, 영양, 피)

17
그..근데 저기요.. 중국 말고 딴 나라가 또 등장하면요?



한국, 중국조선소와맞짱뜨려
면..

① 바다가 있어야 함 (안벽 수심, 자연 방파제)

② 국내에 후판 대량생산 일관화 제철소가 있어야 함 (재료비)
-. 조선산업의 실질적 원자재는 후판 : 전량 수입 의존은 큰 리스크
-. 운송거리가 길어지면 운송비 비중이 커져 원가 경쟁력 상실

③ 기후가 적합해야 함 (생산성, 능률)
-. 온도 :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작업이 불가 or 능률 저하 (특히 용접 작업)

-. 습도(강우량) : 우천일 = 외업 작업불가 or 능률 저하 ( 특히 도장 작업)

-. 바람(+모래) : 강풍시 크레인 조양 불가, 옥외 용접작업 및 도장이 불가

④ 전문인력 수급 및 조선에 적합한 문화가 있어야 함 (조선은 사람!)
-. 고급인력(대학교)~기술/노무인력(기계/전기전자 숙련공) 수급이 원활해
야 함

-. 경쟁력 있는 임금 수준 + 근면/성실/책임감(3종세트) + 융통성 + 집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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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입지분석 –①바다, ②제철소

 강재는 원가의 약
3~40%이나 중량은
전체의약 7~80%

 즉, 운송거리가 먼 경우
(특히 국제운송) 운송비
비중이커져 경쟁력 없음

 즉, 강재 국내 수급이
가능한국가와 경쟁은불가

 선급 인증 품질수준,

스케치사이즈 후판 생산
일관화 제철소 필수

19Raw Data :http://www.worldsteel.org, Analyzed by 이종무 (Power BI)



조선소입지분석 – ③기후 (온도, 강우량등)

중국 50대 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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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 Clarkson, Ship intelligence Network (Sep, 2017), Analyzed by 이종무 (Power BI)



조선소입지분석 – ③기후 (온도, 강우량등)

일본 30대 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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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 Clarkson, Ship intelligence Network (Sep, 2017), Analyzed by 이종무 (Power BI)



조선소입지분석 – ③기후 (온도, 강우량등)

22Raw Data :http://www.worldclimate.com, Analyzed by 이종무 (Power BI)



조선소입지분석 – ③기후 (온도, 강우량)

후보지 온도 강우량 바람 종합

India 부적합 (고온) 적합 (건조) 적합

Russia 부적합 (저온) 적합 (건조) 부적합(일부)

Brazil 적합 (일부지방) 적합 (일부지방) 적합

Iran 적합 (일부지방) 적합 (건조) 부적합(일부)

23Raw Data : open data of various web-side, Analyzed by 이종무



조선소입지분석 –④임금, 노동인력, 문화

24Raw Data: World Bank, Wikipedia, etc , Analyzed by 이종무 (Power BI)



안타까운..이란

기후 및 환경이 되는 북쪽 바다 : Closed Sea

대양으로 나갈수 있는 남쪽 바다 : 기후 부적합 +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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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북쪽 해안은 조선에 비교적 적합한
환경이나 Closed Sea라 카스피 해에
운항할 선박 외에 건조 불가

② 남쪽해안은 기후가 부적합(온도 높음, 
바람 셈, 모래사막)

③ 남쪽 해안은 또한 정치 외교 (GCC, 
미국제제) 고립,  지정학적 Risk 
(아덴만 해적)도 존재

④ 기타 종교, 문화적인 부분 (라마단
기간 금식), 자원 부국 및 선민의식
등으로 인한 제약도 있음



조선소

경쟁력

제품

경쟁력

납기

관리력

품질

관리력

원가

경쟁력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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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적재, 운항) 및

연비 경쟁력

생산 예측 정확도

및 문제 해결 능력

선주 요구 다양성

충족 능력

고객 신뢰 유지

가능한 수준 품질

자재 조달비용 및

노무비/경비 경쟁력

다시돌아와, 조선소의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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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설비

사람 >> 설비

사람 >> 설비 사람 >> 설비

사람 >> 설비

人



조선해양공학도의역할및사명은?

기본 경쟁력 격차 유지의 첨병 (Spearhead? Advanced Weapon!!)

 Forecaster로서의 소양을 길러야 함

 시야를 넓혀야 함(정치/경제/사회/문화)

 국제 물동량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함

Assembly 산업 특성에 맞는 자질을 키워야 함

 조선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선체”에 다양한 장비/시스
템을 “수용”하여 선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산업

 최신기술에 관심, 타 분야에 열린 마음, 융합적 사고 능
력 필요

27

핵심기술 분야의 전문성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넓은 시야, 열린 마음, 융합적 사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삽시다!)



[참고] 조선산업의국가경제적위치

28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2017년도 조선자료집



[참고] 조선소조직구성

영업
설계

생산 연구
회계

경영
기획 인사

법무

HSE

PM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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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선소의핵심직군

 영업, 영업설계(견적), 프로젝트관리 인력

 제품(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개발, R&D 및 설계, ENG. 인력

 품질관리, HSE(건강, 안전, 환경) 전문 인력

 생산 기술, 생산 관리, 생산시스템전문인력

 프로세스관리, 혁신 및 ICT 전문인력

 기자재및 의장품, 강재 및 원자재 조달인력

 국제 금융, 선수금 보증, 신용장관련 인력

 회계, 재무, 원가관리인력

 전략기획, 경영기획, 경영관리인력

 특허, 국제법률, 국제 중재 전문 인력

 기업문화,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전문 인력

3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