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8

102

포스코 

＊ 친환경 초경량차체 개발 ＊

포스코와 아르셀로미탈․신일본제철․JFE 등 전 세

계 17개 철강사가 공동으로 미래형 차량에 맞는 친환

경 경량차체 개발에 성공했다.

국제철강협회 산하 자동차분과위원회인 월드오토스틸

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3년간 개발 끝에 기존 차체보다 

35% 가벼운 차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

발한 미래철강차체는 배터리․전기모터 등으로 구성된 

전기차를 위한 차체로 무게가 188㎏이며 이는 2020년 

기준 안전규제를 만족하는 내연기관 차체 무게의 65%

에 불과하다.

이번 FSV 개발은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면서 

적정 생산비용을 유지하고 연비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요구되는 미래형 자동차에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철강재로 된 FSV 개발을 통해 자동차 전 수명주기

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70%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철강재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임이 입증됐다. 현재 주요 소재 1㎏

생산 시 탄소 발생량은 철강 2~2.5㎏, 알루미늄 11.2~

12.6㎏,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21~23㎏으로 철강재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월등히 낮다.

자동차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대체소재 

개발보다는 전기차와 같은 더 진보된 파워트레인(차량

의 구동력 발생을 위한 장치) 개발과 함께 초경량 철강

차체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

망된다.

＊ 국내 최초 합성천연가스공장 착공 ＊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합성천연가스 50만 톤 규모의 

SNG공장을 건설한다.

포스코는 최첨단 설계기술을 도입하고 석탄저장용 밀

폐 사일로와 고도 정제설비를 설치해 분진․황산화물․

질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공장

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SNG는 저가의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한 후 

정제 및 합성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액화천연가스와 성

분이 동일해 직접 대체가 가능하다.

SNG사업은 정부가 2009년 9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신성장 스마트 사업으로 육성하는 분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NG를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연

간 2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 조류발전설비 시운전 성공 ＊

현대중공업은 최근 전라남도 진도군 울돌목에서 독자 

개발한 500kW급 조류력 발전 실증설비의 설치 및 시

운전에 성공했다.

조류력 발전은 물살이 빠른 곳에 프로펠러 모양의 수

차를 설치하고 해수의 흐름으로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

산하는 방식으로 청정 재생에너지이면서 날씨에 관계없

이 24시간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해 차세대 에너지원으

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달여의 시운전을 통해 유속당 출력과 효율이 당초 

설계목표를 웃도는 결과를 얻어 수조에서 성공한 발전

설비가 변화무쌍한 수중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회 원 사 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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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LNG공급설비 5억불 수주 ＊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회그LNG사와 

17만㎥급 LNG-FSRU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

다. 2척의 계약액은 총 5억달러이다. 이번 계약엔 회그

LNG사가 장래 추가로 2척의 동일 기종을 현대중공업

에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할 LNG-FSRU는 길이 294m,

폭 46m, 높이 26m로 축구장 3배 크기다. 우리나라 

하루 LNG 사용량과 맞먹는 7만t의 가스를 저장․공급

할 수 있으며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 각

각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가스텍 국

제가스박람회에서 회그LNG사 스바이눙 스튈레 사장이 

직접 현대중공업에 건조를 의뢰하면서 진행됐다. 회그

LNG사는 현대중공업의 LNG선 건조 경험과 까다로운 

설계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인력 확보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 카타르 최대 화력발전소 준공 ＊

현대건설은 카타르에서 최대 규모인 라스라판 복합화

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완공하고 현지에서 준공식을 개최

했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80㎞ 떨어진 라스라

판 산업단지에 건설된 이 화력발전소는 현대건설이 

2008년 5월 착공해 약 35개월 만에 준공된 것으로 사

업규모는 총 31억달러(현대건설 지분은 20억7141만

달러)에 달한다. 최대 발전용량은 2730㎿로 카타르 전

체 전력사용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더불어 80만명

이 먹을 수 있는 하루 28만6000t의 담수시설도 갖췄다. 

＊ 2억3000만달러 규모 공사 수주 ＊

현대건설이 최근 싱가포르 애스톤 프로퍼티에서 발주

한 1억3700만달러 규모 최고급 콘도미니엄 공사를 수

주했다.

이번 공사는 싱가폴 도심 그레인지 로드 지역에 연면

적 3만6305㎡, 지하 1층, 지상 24층 규모 총 2개동

(174가구)의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다. 공사기간

은 착공일로부터 31개월이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최근 이라크 전력청에서 발주

한 미화 9600만달러(한화 약 1030억원) 규모의 알무

사입 발전소 개보수 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65km 지점에 위치, 현재 발전소의 노후화된 부분 교

체 및 수리를 진행하는 공사로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37개월이다.

IPG PHOTONICIS KOREA

＊ 균일한 빔품질의 QCW 레이저 시리즈 출시 ＊

국내에 파이버 레이저 신응용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IPG Photonics Korea는 최근 QCW 레이저 시리즈

를 소개했다. QCW 레이저는 연속모드(CW Mode)와 

펄스모드(Pulsed Mode)가 하나의 레이저로 가능하며,

탁월한 Fiber Laser 빔품질(beam quality)로 구리,

황동, 알루미늄 등에 용접/절단/드릴링 가공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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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모드 평균 출력: 250W / 300W / 600W
- Pulsed 모드 Peak power: 1.5kW / 3kW /

6kW

- 냉각기가 필요 없는 공랭식 

- Lamp & Mirror가 없어 유지보수 비용, 광학 

alignment 필요 없음

- 220VAC 단상 전원, 30% 이상의 뛰어난 에너지 효

율(저렴한 전기세)

- Pulse가 균일하고 안정되어 있음 

- 구리(copper) 절단 및 용접이 가능한 유일한 레이저 

- 다양한 application에 폭넓은 parameter range의 

적용 가능

- 사용자 요구에 맞게 Feeding fiber의 core size

(50um, 100um, 200um) 가능

- Diode life (MTBF) >100,000hrs

현대자동차

＊ 제네시스 프라다 출시 ＊

현대자동차가 동급 최고 성능의 타우 5.0 GDi 엔진

을 탑재하고 세계적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진보적 디자

인 요소를 반영한『제네시스 프라다』의 발표회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제네시스 프라다는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갖춘 

제네시스의 내외관 디자인에 프라다만의 혁신성과 정교

함이 반영된 럭셔리한 품격의 디자인 요소가 조화를 이

뤄, 제네시스의 역동성과 세련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품격을 창조했다.

‘2011 미 10대 최고 엔진’ 에 선정된 타우 5.0 GDi

엔진을 제네시스에 국내 최초로 탑재하고 최고출력 

430마력(ps), 최대토크 52.0kg/m, 연비 9.0km/ℓ

로 동급 최고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

두산중공업

＊ 발전소 기자재 3040억 수주 ＊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라픽 얀부 II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한화건설로부터 이 발전소에 들어갈 

보일러 3기와 증기터빈 3기 등 3,040억원 규모의 주

요 기자재를 수주했다.

이에 앞서 두산중공업은 대림산업이 건설하는 경기 

포천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갈 증기터빈 2기를 700억

원에 수주했다.

마라픽 얀부 II 화력발전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

역 북쪽으로 300㎞ 떨어진 홍해 연안 얀부 산업단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한화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마라픽사

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다.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2개 프로젝트의 주요 

기자재를 자체 제작해 2013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 3조2,000억원 규모 초대형 선박 수주 ＊

삼성중공업이 ‘바다 위 LNG공장’ 으로 불리는 3조

2,000억원 규모 초대형 선박 계약을 로열더치셸과  체

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로열더치셸에서 수주한 LNG-

FPSO 선체에 천연가스 생산과 액화 기능을 갖춘 상

부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선박 건조 예정일은 2016년

이다.

LNG-FPSO는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와 액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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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장설비를 모두 갖춰 해상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한 뒤 저장하고 있다가 LNG 운반선에 액화 상

태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형 특수선박

이다.

기존 대형 LNG 운반선보다 가격이 4배 이상인 고부

가가치 선박으로 2008년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개

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수주한 LNG-FPSO는 선수부

터 선미까지 선체 길이가 488ｍ에 달한다. 축구장 4개

를 이은 길이보다 길다. 이 LNG-FPSO는 육지에서 

약 200㎞ 떨어진 바다에 정박해 LNG를 생산, 액화,

저장, 하역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 캐나다 풍력발전설비 생산공장 준공 ＊

대우조선해양이 캐나다 노바 스코샤주에 위치한 트렌

튼 공장에서 풍력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북미 풍력

시장 공략에 나섰다.

DSTN은 풍력발전설비 생산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이 

51%, 노바 스코샤 주정부가 49%를 출자해 만든 합작 

법인으로 이번에 준공된 풍력공장은 DSTN이 작년 3

월 철도차량 공장을 인수해 리모델링을 시작한 곳이다.

약 1년 3개월의 공사를 거쳐 준공식을 갖게 된 트렌

튼 풍력공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시작, 연간 

최대 200여기의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날개)와 250

여기의 타워(몸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한 수주 물량 확보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풍력부문 자회사인 드윈

드사와 인도의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수즐론사 등으로부

터도 물량을 수주하는 등 트렌튼 공장은 가동 전부터 

약 30기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STX조선해양

＊ 하루에 5.5억불 규모 선박 수주 ＊

STX조선해양이 하루에 총 5.5억불 규모의 신규 선

박을 수주했다.

STX조선해양은 러시아 소브콤플로트사로부터 170,200㎥

급 멤브레인형 LNG선 2척을 4억불 규모에 수주했다.

STX조선해양은 선주사와 추후 2척 추가 수주에 대

한 옵션 계약도 함께 체결했으며 옵션을 포함할 경우 

계약 규모는 8억불에 달한다.

STX조선해양이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각각 

2013년 말, 2014년 상반기에 인도되어, 인도 후 가즈

프롬 LNG사에 장기 용선될 예정이다.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초 STX유럽과 협력해 극지

운항용 쇄빙 셔틀 LNG선을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스페인 엘카노사에 173,600㎥급 LNG선을 

인도하며 첫 번째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했다.

STX조선해양은 이번 LNG선에 LNG 운송 중 발생

하는 증발 가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화된 화

물창 보온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엔진에서 생성되는 고온의 폐기열을 이용해 증

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 발전기를 가동함으로써 기

존 전기 추진식 LNG선 대비 5% 이상의 연료를 절감

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추진 방식’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STX조선해양은 같은 날 1.5억불 규모의 석유

제품운반선 4척도 수주했다. STX조선해양은 덴마크 

소재의 노든시핑사와 50,0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 4척

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또한 동형선

박 2척에 대한 옵션 계약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수주

도 기대하고 있다.

이 선박은 길이 183m, 폭 32.2m, 높이 19.1m 규

모로 최대 14.5노트로 운항할 수 있으며 원유, 정유,

화학제품 등의 석유제품을 한꺼번에 최대 50,000톤까

지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에서 건조되어 2013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측

에 인도될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

＊ 베트남서 700억 FSO 수주 ＊

성동조선해양이 국내 중견 조선업체 중 처음으로 해

양플랜트 시장에 진출했다.

성동조선해양은 베트남국영석유가스공사 자회사인 

PTSC로부터 해양부유저장하역시설(FSO) 1기를 700

억원에 수주했다.

FSO는 선박 혹은 바지와 같은 형태를 띠며 선체 하

부에 관을 연결해 해저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를 저장,

탱크선에 이송하는 기능을 갖춘 해양시설이다. 이번에 

수주한 FSO는 길이 171.5m, 폭 32.4m 규모로 35

만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 2013년 인도돼 베트 

남동부 유전개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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