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우리 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가 11월 10(목), 11(금) 2일간에 걸쳐 김대중 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996년 조선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 이후 15년 만에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한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2편의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140편의 논문이 각 산업분야별 세션에서 발표되어 참가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학술대회 후원사와 연구위원회 후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규 회원사에게 회원패를 수여

하였다. 이와 함께 2011년도 학술상, 공로상, 기술상, 학업상 시상과 201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이보영 회장은 학술대회가 앞으로 학문적인 학술교류와 함께 용접기술인의 화합과 만남

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학회는 IIW-IAB로부터 ANB Korea의 국제자격검정기관의 자격을 획득하여 IIW 

Diploma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국문학회지의 SCI 등재를 위해 한·중·일 3개국 협력을 강

화하고 있으며 용접산업의 품질관리시스템 강화와 제도화를 위하여 뿌리산업진흥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이를 통

해 용접관리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용접기술인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접기

술인협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많은 회원사가 신규 가입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사 가입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학술대회 첫날에 개최된 리셉션은 5인조 루투머지의 국악과 양악의 남도전통문화 퓨전공연과 경품권 추첨을 

통해 많은 참가자에게 푸짐한 선물을 배포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리셉션 경품행사는 학회

에서 마련한 경품과 8개 기관에서 많은 경품을 후원하였다.  

 2010년도 학회상 수상자
∙ 학술상 : 방국수(부경대학교 소재프로세스공학전공, 교수)  

∙ 공로상 : 

  - 김외현 부사장(현대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 

  - 유덕상 대표(세아ESAB) 

∙ 기술상 : 

  - 장웅성(포항산업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인철(두산중공업, 수석연구원) 

∙ 학업상 :

  (대학)     우창선(한밭대), 이문석(군산대학교), 박지선(한국폴리텍V대학)  

  (공업고)   김경훈(미원공업고), 김선빈(정석항공공업고)

 우수논문 발표상(포스터 발표부문)
∙ 최원두(한밭대) ∙ 김형일(조선대) ∙ 박준규(서울시립대) ∙ 최원정(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이명진(부산대)

 용접 사진전 입상자
∙ 최우수상 : 기원명(과학기술연합대학원)  ∙ 창의상 : 공종판(부산대)  ∙ 예술상 : 최상규(영남대)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후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 광주테크노파크    ∙ 동의대학교 용접인력양성센터 

∙ 조선대학교 에너지인력양성센터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학 회 소 식



 추계 학술대회 리셉션 경품후원 
∙ 현대종합금속     ∙ 모니텍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조선대 기계공학부 금형산업 마이티 

∙ 동의대 용접인력양성센터    ∙ 패키징위원회(덕산하이메탈)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대우조선해양

  

   

  

   

제194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11년 9월 23일(금) 15:00

• 장소 : 한국재료연구소 1층 세미나실

• 참석 : 이보영, 이창희, 장희석, 강정윤, 권영각, 김병권, 김종도, 최해운, 윤종원, 전진수, 은종목, 백응률, 

         정승부, 고진현



• 위임 : 한용섭, 장인성, 정재필, 방희선, 박주용, 이종섭, 한종만, 강봉용, 이세헌, 김봉훈, 이진희, 이창우, 

         김명현, 김재웅, 이경돈

 주요 결과보고 
(총무/사무국) : 김종도, 최해운 이사, 한동선 국장

1. 사무국직원 퇴사 및 담당직원 채용 

   가. 퇴사직원 : 임진희 실장(2011. 9. 20)

   나. 정규직원채용(2011. 9. 1): 

       - 김지현 : 총무, 회계, 회원관리, 기타 학회업무 

       - 엄태송 : ANB, COSD, 기타 학회업무 

2. 15회 전국용접기능경기대회 학회장 수여  

   가. 요청기관 :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나. 상의분야 : 장려상 5명

   다. 수상자 : 기업체단체 - 황윤하 대표(정우산기), 기업체개인 - 민병진(기아자동차),

               고등부 - 양진호(금오공업고), 김성수(거제공업고), 윤성찬(전남공업고) 

(사업보고) : 이창희 부회장

1. 국가플랫폼기술개발 3차 사업계약       

   가. 사업기간(3차년도): 2011. 6. 1∼2012. 5. 31(12개월)

   나. 사업비: 1,000만원 

   다. 사업내용: 용접 접합 구축작업(2권: 역학, 시공 및 검사) 

 

(편집보고) : 강정윤 부회장

1. 전문서적 :“아크용접” 발간

   가. 저자 : 유중돈, 나석주

   나. 발행일/ 발간 부수 : 2011. 7. 5/ 500권(B5)  

2. 전문서적 원고료 지급

   가. 용접 잔류응력과 변형(211면) : 1,899,000원(김재웅, 양영수)

   나. 아크용접(226면) : 2,034,000원(유중돈)

   다. 원고료 : 면당 9,000원

(지회 보고)
1. 동남지회 창립 총회  

   가. 일시 : 2011. 7. 20(수) 14:00-17:30 

   나. 장소 : 부산 그랜드호텔 그랜볼륨A

   다. 지회임원 구성 

       - 지회장 : 조상명 교수(부경대)

       - 수석부회장 : 유덕상,   - 부회장 : 박주용, 김승원, 최우현

       - 총무이사 : 박영도,     - 재무이사 : 박영환

       - 사업이사 : 오동수, 김대순, 이양수, 이정수, 양종수

       - 기술이사 : 안순태, 장태원, 이해우, 강남현, 김광수, 김종도, 장우성

       - 감사 : 전진수, 정호신

(ANB KOREA: 교육검인증기관)
1. ANB KOREA 사무실 임대 : 홍인오피스텔 916호(21평)  



2. IAB 현장실사단의 ANB KOREA 인증심사    

   가. 심사일정 : 2011. 9. 21(수)∼22(목), 2일간 

       - 9. 21(수) : ANB Korea (916호 ANB Korea 사무실)

       - 9. 22(목) : ATB (한밭대 용접공학센터)

   나. 심사위원: 2명

       - Lead Assessor : Ahrens(독일)

       - Peer Assessor : Slobodan Kralj(크로아티아)

   다. 심사비 내역 

     

LA PA Total

Initial Audits 5,167유로 1,133유로 6,300유로

Assessor Daily Rates 1,157유로 568유로 1,725유로

   라. 심사기관별 부담액 

     

학회(ANB) 한밭대(ATB) 학회 총부담액

LA 5,167유로 578.5유로(1,157/2) 5,745.5유로+교통+숙박+식사

PL 1,133유로 284(568/2) 1,417유로+교통+숙박+식사

계 6,300유로 862.5유로 7,162.5유로+교통+숙박+식사
   마. 실사단 대응 인력 : 

         - 윤종원(Chief Executive)             - 이보영(Chair, Governing Board) 

         - 박주용(Chair, Board of Examiners)     - 김숙환(ATB Auditors)

         - 한동선(Manager, Secretariat, ANB Korea - 엄태송 (Staff, ANB Korea)

   

(IWJC-2012 보고)
1. IWJC-2012 국제학술회의  

   가. 주제 : Green & Advanced Technology in Welding & Joining

   나. 일시 : 2012. 5. 8(수)∼11(금)

   다. 장소 : 라마다플라자 제주호텔

   라. 주요일정 :

      

- Extended Abstract Submission Due : 2011. 12. 1

- Acceptance Notification : 2012. 1. 15

- Early Registration Due : 2012. 2. 29

   마 참가비 : 

   

구  분

사전등록

(2012. 2. 29까지)

현장등록

(2012. 3. 1부터)

국내 외국인 국내 외국인

일  반 550,000원 550달러 650,000원 650달러

학  생 200,000원 200달러 250,000원 250달러

2. IWJC-2012 후원기관별 지원내용 중 후원등급별 무료등록 인원을 조정하여 장희석 재무위원장이 차기이사회

에 보고하기로 함



이사명 가입 회원사 가입추진 회사(추진 시기)

이보영

 서부발전(1급), 남동발전(1급), 세정(5급), 

경동(5급), 스틸플라워(5à2급), 삼성토탈(5급), 

미텍엔지니어링(5급) 

한국쓰리엠, 대흥, 삼성테크윈, GS건설,

 한국빈젤, 동부건설, 대림ENG, DNV, 

남부발전, 동서발전, 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

이창희 - -

장희석 효성(2급) GM대우(‘12 상반기), 조웰

강정윤 스틸플라워(5à2급) -

권영각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5급) -

한용섭 _ -

김병권 스틸플라워(5à2급) -

고진현 - -

 

구  분 혜  택  내  용 금  액

❏ Platinum

• 논문집에 후원기관 명시

• Program Book 광고 게재(뒤 표지)

• 홈페이지 배너광고

• 무료 등록  10명 

20,000,000원 이상

❏ Diamond

• 논문집에 후원기관 명시

• Program Book 광고 게재

• 홈페이지 배너광고

• 무료 등록  5명

10,000,000원 이상

❏ Gold

• 논문집에 후원기관 명시

• Program Book 광고 게재

• 홈페이지 배너광고

• 무료 등록  3명 

7,000,000원 이상

❏ Silver

• 논문집에 후원기관 명시

• Program Book 광고 게재

• 홈페이지 배너광고

• 무료 등록  2명 

5,000,000원 이상

❏ Bronze

• Program Book 광고 게재

• 홈페이지 배너광고

• 무료 등록  1명 

3,000,000원 이상

 • 광고 게재 순서(광고 위치)는 후원 확정 순으로 진행 예정

3. 용접조합 전시회 부수 지원 : 1,500만원(전시부스 10개*150만원)

4. IWJC-2012 용역계약 체결

   가. 계약기간 : 2011. 4. 22∼2012. 7. 31

   나. 계약요청금액 : 사천이백오십일만원(42,510,000원)

   다. 계약업체 : (주)제니컴(대표이사 김복경, 사업자번호 314-85-34411)

(2014 IIW 개최지 선정)
1. IIW 개최지 선정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개최지선정 작업을 실시

2. 차기 회장단회의에 보고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개최지 선정하기로 함

(기타)
1. 특별회원사 가입 및 가입추진 계획 현황  



이사명 가입 회원사 가입추진 회사(추진 시기)

김상록 - -

김종도
싸울베스텍(5급), 코미(5급), BEST F.A(3급)

IGM로봇 코리아(3급), 성우하이텍(5급) 

레이저라인코리아, 하나기술, 한라이비텍, 

리스피, 레베산업, 성현산업, 

동보금속레이저, 세아산업, 공공기관 등 

최해운 - -

윤종원 - 아메코

장인성 - -

정재필 - -

오명구 - -

허만주 - -

전진수 한수원(1급), 중부발전(1급) 대우건설, 한전기술, 현대건설, POSCO건설

은종목 파워웰(5급) -

방희선 로이드 선급협회 아시아(5급) -

이정수 - -

박주용 - -

이종섭 - -

장웅성 - -

한종만 - -

김대순 - -

강봉용 - -

이세헌 - -

백응률 아진산업(5급) -

김봉훈 - -

이진희 서울기계공업(5급) SK건설(’12년)

정승부 - -

이창우 - -

김명현 - -

김재웅 - -

이경돈 - -

 토의/의결내용 
1. 제193차 이사회 회의록을 채택함

2.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함 

   가. 특별회원사(4개사) : 한국중부발전(1급), 한국서부발전(1급), 아이 지 엠 로봇코리아(3급), 삼성토탈(5급)

   나. 일반회원 : 22명 (종신회원 3명, 정회원 18명, 학생회원 1명)   



3. 2011년도 학회상 수상자 인준 

   l 학술상 

      - 방국수 교수(부경대학교 소재프로세스공학전공)

   l 공로상(2명)

       - 이충동 전무(현대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

       - 유덕상 대표(세아ESAB)

   l 기술상(2명)

       - 장웅성 박사(RIST, 향후 정부 포상 추천)

       - 정인철 수석(두산중공업 신공정개술개발팀)

   l 학업상(5명): 대학 3명, 공업고 2명

      [대학] : - 우창선 : 한밭대학교 생산가공공학과

              - 이문석 : 군산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 박지선 : 한국폴리텍IV대학 녹색산업설비과

      [공업고교] : - 김경훈 : 미원공업고등학교 기계과

                  - 김선빈 : 정석항공공업고등학교 정밀기계과

4. 등재학술지 평가에 문제가 되는 국문편집위원 교체는 편집위원장에게 위임

5. 용접조합-학회 양 기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함

   ① 조합-학회 간 정기 공동행사 추진과 양 기관 행사에 상호 참여

   ② 학회 연구위원회와 연계하여 세미나 개최

   ③ 용접조합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④ IWJC-2012 조합 후원에 대한 내용은 은종목 이사가 확인하기로 함

   ⑤ 조합 전임 이사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6. 국문학회지 SCI등재를 위한 전체적인 추진 계획안을 정승부 이사가 준비하기로 함

   ① 편집장(Chief editor)에 잠정적으로 정승부 이사를 선임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② 논문투고, 검색에 대한 홈페이지 수정작업 소요비용을 파악하기로 함

   ③ 검색엔진에 KWJS 논문 Abstract가 검색될 수 있도록 링크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④ IWJC keynote, inviter 논문의 KWJS 투고 요청 작업을 제니컴에서 진행하기로 함

   ⑤ 학회지 발간을 전자저널과 병행하여 발간하는 방법을 편집에서 모색하기로 함

7. 저항용접연구위원회 존속에 대한 방향을 장희석 부회장이 박영도 위원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함

8. 한국재료관련학회협의회 워크숍개최 안내를 회원에게 이메일 공지하기로 함

9. 외부 관련기관 행사안내 이메일 안내홍보에 대한 규정(안)을 타학회의 경우를 참조하여 김종도 총무이사가 

검토하기로 함

10. 회원사 홍보 학회지 게재 안내에 대한 공문을 회원사에게 발송하기로 함

11. 차기이사회 : 2011년 11월 9일(수) 16:00, 조선대학교 

[첨부] 제194차 이사회 보고자료

회원 동정

l 장인성 회원 : 현대기아자동차 요소생기개발팀 이사 대우로 승진



신규 회원 명단
<특별회원>

급수 회원사명 대표자 영업 분야 추천자

2급 효성 조치원공장 이상운 용접기, 발전기, 전동기, 플랜트 외 장희석

5급 미텍엔지니어링 조종춘 손상분석, 수명 예측 전문, 조직검사외 이보영 

5급 아진산업 서중호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의장, 차체부품 외 백응률

5급 서울기계공업 강성윤 플랜트제조, 압력용기, 열교환기 외 이진희

5급 성우하이텍 이명근 자동차부품, 고주파 열처리, 공작기계 외 김종도

<정회원 → 종신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천자

455 박 형 진  POSCO 기술연구원 접합연구그룹 -

<정회원 → 종신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 천 자

453 박 세 진 산업기술연구소 용접연구  장태원(삼성중공업)

457 이 종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소재공학과 -

<종신,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 천 자

456 송 인 섭 KCC건설 철구사업부 -

12698 김 용 구 프리랜서 -

12704 권 대 연 STX조선 사외품질보증팀 -

12707 박 철 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정남용(기계공학과)

12716 박 재 원 아세아항공전문학교 항공비파괴검사학부 이철구(서울과학기술대)

12717 송 태 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계재료실 -

12718 홍 진 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계재료실 신호상(원자력안전기술원)

12719 박 태 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접접합연구그룹 -

12720 박 종 덕 삼성물산 -

12721 이 원 섭 지에스티산업 생산부 최명기(한국산업기술협회)

12722 박 주 호 대우에스티 공사기술팀 -

12723 최 현 선 프리랜서 -

12724 주 강 탁 대전열병합발전 공무팀 -

12725 이 상 학 현대미포조선 기술교육원 박상흡(공주대)

12726 윤 원 지 대림산업 최명기(한국산업기술협회)

12727 김 민 수 대우조선해양 기술교육원 -

12728 홍 영 희 울산배관용접기술학원 -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추 천 자

12729 김 정 헌 우진산전 생산팀 -

12730 선 두 수 경북직업전문학교 특수용접과 -

12731 장 복 수 정우산기 품질보증팀 -

50112 정 원 환 신성FA 최명기(한국산업기술협회)

50113 이 재 원 자운스틸 -

50114 함 형 식 다림건설 -

50115 명 달 호 프리랜서 -

70896 김 진 용 순천향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광수(순천향대)

70897 조 병 철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정웅(조선대)

※ 대한용접‧접합학회 가입 안내 ※

우리 학회에서는 아래의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www.kwjs.or.kr)

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번호를 부여 받고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회  원  구  분 입  회  비 년  회  비

정  회    원 10,000원 40,000원

준 회   원 10,000원 30,000원

학   생   회   원 10,000원 20,000원

종   신   회   원 10,000원 400,000원

재 외 국 인 회 원 10달러 40달러

• 제 출 처 : 대한용접학회 사무국, TEL. (042) 828-6511∼3, FAX. 828-6514

• E-mail : kws@kwjs.or.kr, koweld@kwjs.or.kr

• 은행지로 : 751-7884, •우리은행 : 025-079710-01-001 대한용접접합학회



포스코 

＊ 파이넥스 기술개발 철강산업 발전 공로로 
대통령 표창 ＊

포스코가 파이넥스(FINEX)와 같은 차세대 혁신 제

철기술을 개발해 한국 경제와 철강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신성장경영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그네슘 제련, 리튬소

재, LNG터미널, 연료전지와 같은 녹색사업에서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그린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는 리튬소재사업 관련 경쟁력 있는 신기술 개

발을 강력히 추진해 국가 소재기술력 향상에 기여해왔

다. 또한 자동화 설비 구축을 통해 국내 마그네슘 경쟁

력을 확보하는 한편 아시아 최초로 연료전지 생산공정

을 준공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자체 LNG터미널

을 건설, 일관제철소의 주요 연료인 LNG를 안정적으

로 직수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환경규제에

도 대응해왔다.

＊ 광양제철소 3코크스공장 종합 준공 ＊

포스코가 연산 230 만톤 규모의 광양제철소 3코크스

공장을 준공했다. 광양 3코크스공장은 포스코 창립 이

래 가장 큰 규모의 코크스 생산공장으로, 탄화실 200

문과 선탄․화성 등 연관설비로 구성됐다.

이번에 포스코는 포스코패밀리의 이동기기 무인화 기

술, 코크스로 본체에서 발생하는 가스압력 자동조절기

술 등 최신예 기술을 집약해 3코크스공장을 성공적으

로 건설하였으며 건설과정에서 최적의 엔지니어링을 통

해 투자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여 정상 조업도도 

조기에 달성했다.

3코크스공장 준공으로 포스코는 쇳물 생산 등에 필

요한 코크스광을 100 %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해외에

서 수입해 사용하던 코크스광을 없애는 한편, 고품질 

자가 코크스광 사용으로 대형 고로의 노황 안전에 기

여, 쇳물 생산 경쟁력을 더욱 높이게 됐다.

현대중공업

＊ 1조원 규모 해양설비 수주 ＊

현대중공업이 나이지리아에서 총 1조원 규모의 해양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는 나이지리아 동남쪽 해상가스전에 설치될 

가스 플랫폼 2기와 거주구 등 총중량 16,000 톤에 이

르는 각종 설비를 제작하는 것으로, 하루 1억 2천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모아 압축하고 3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이다.

설계에서부터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공정에 걸쳐 일괄도급방식(EPIC) 방식으로 수행하는 

이 설비는 현대중공업 울산 해양 공장과 나이지리아 현

지공장에서 제작돼, 오는 2014년 하반기에 나이지리아 

해상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 도시정비 수주 2조5천억 돌파 ＊

현대건설이 경기도 재개발(3,659억원) 시공권을 획

득함으로써 도시정비부문 수주실적이 2조5천억원을 돌

파하였다.

현대건설의 이와 같은 실적은 올해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수주시장 규모가 10조원대로 예년보다 크게 줄

었고, 최근 공공관리자제도 시행과 주택경기 하락으로 

위축되고 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괄목할 만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

＊ 세계 최대 증발기 제작 기록 경신＊

두산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생산 증발기를 

회 원 사 동 정



제작, 출하했다.

지난해 9월 사우디 아라비아 담수청(SWCC)으로부

터 17억6천만 달러에 수주한 라스알카이르(Ras Al

Khair) 해수담수화 플랜트용 증발기 8기 중 1호기로 

이 증발기의 하루 담수 생산량은 30만명(1인당 300리

터 기준)이 사용할 수 있는 9만1천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길이 123 m, 폭 33.7 m, 높이 11.5 m, 총 

중량 4150 톤으로 크기에서도 세계 최대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증발기를 25일간의 해상 운송을 거

쳐 12월 말 현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2014년 3

월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업용 원자로 등 세계일류상품에 선정＊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2011 세계일류상품에 두산중

공업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중유 연소 화

력발전소 보일러 ▲터빈 발전기용 로터 샤프트 등 3개 

품목이 선정됐다.

원자로는 핵연료를 분열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원통형 

압력용기로 고온, 고압의 냉각수를 증기발생기로 전달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설비이며 한국형 원자력발전

소 모델인 APR1400 원자로의 경우 높이 14.8 m, 직

경 5.5 m, 중량이 530 톤에 달하는 대형 설비로 세게 

시장의 15.2%를 점유하고 있다.

중유 연소 화력발전소 보일러는 중유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로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지역

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에서 유일하게 중유 연소 보일러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세계시장 점유율은 47.8%로 1위다.

터빈 발전기용 로터 샤프트는 터빈으로부터 회전운동

을 이어 받아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기의 중심 축이며 

분당 최고 3,600 회에 달하는 회전을 견딜 수 있도록 

고강도여야 하고, 고도의 소재 청정도가 요구돼 제작이 

매우 까다롭다. 두산중공업은 일본, 독일 업체 등에 이

어 세계 4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2001년 해수담수화플랜트를 시작으로 

배열회수보일러HRSG), 크랭크 샤프트 등 총 11개품

목이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되었다.

삼성중공업

＊ 해적퇴치시스템 IR52 장영실상 수상 ＊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해적퇴치시스템’이 49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초 △항해정보 분석을 통한 해적선 

판별 △고화질 나이트 비전을 통한 추적감시 △물대포 

원격제어 등 해적 감시와 퇴치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시

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해적퇴치 통합시스템을 출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레이더 기술은 선

박으로부터 10 km 이내에 있는 배들의 거리와 속도,

이동방향 등을 분석,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동 

판별할 수 있다. 특히 해적선으로 추정될 경우 선실에 

경보를 주는 동시에 ‘표적추적 기술’을 이용해 선박의 

위치를 추적한다. 또한, 해적선을 따돌리는 데 실패할 

경우 최대 수압 10 bar의 물대포로 해적의 접근을 막

을 수 있다. 한편 갑판 위에서 직접 조작해 해적들의 

총기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기존 물대포와 달리 

조타실에서 CCTV를 이용해 원격 제어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해적선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 국내 최초 잠수함 해외 수출 ＊

잠수함 최다 건조 실적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네시아 해군으로부터 잠수함 3척을 최종 수주하여 국내 

최초로 잠수함 수출 시대를 열었다.

이번 수주는 1,400 톤 규모의 잠수함 3척을 건조하

는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만 약 1조 3천 억원에 달하

는 역대 방산수출 단일계약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약 61.3 m의 전장(LOA)에 40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고 각종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

는 8개의 발사관(Weapon Tubes) 등으로 무장한 잠

수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3척 모두 2018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988년 말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1,200 톤급 잠수함을 건조한 이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독자 개발한 잠수함을 국내 최초로 수출하게 됐다.

＊ 해저 파이프설치 작업선 2척 수주 ＊

대우조선해양은 브라질 최대 건설 플랜트 그룹인 오



데브레쉬(Odebrecht)社와 프랑스의 세계적인 플랜트 

업체인 테크닙(Technip)社 등과 함께 해저 파이프설

치 작업선 2척을 약 5억달러에 수주하였다.

이 선박은 길이 146 m, 폭 30 m에 자체 무게가 

17,300톤 규모로 크레인과 대형 파이프 권취기(Reel)

등을 탑재해 최대 2,500 m 심해까지 파이프 설치 작

업이 가능하다.

STX조선해양

＊ 첨단 해상시험선 ‘청해호’ 진수＊

STX조선해양이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와 미래 무

기체계 개발 해상시험선 1,200톤급 “청해호”를 진수했다.

청해호는 최신예 해양무기체계와 수중유도무기 시험

평가 및 함정 특수성능 시험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해상

시험 현장에서 시험 지휘․통제 및 시험장비 체계 부

설․운용 임무를 담당한다.

청해호는 수심, 수온분포, 유속, 수중음속, 기상 등 

해양환경 요소를 실시간 측정하여 해상시험의 환경적 

영향을 보정하고 시험결과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해상시험선의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다 고

도화되고 정밀 복합화되는 미래 무기체계의 해상시험을 

위해, 청해호는 각종 센서에서 계측되는 시험자료는 물

론 해양환경자료와 항해․기관 계통의 항해자료를 네트

워크로 연동하여, 실시간 전시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선박 운용의 효

율성 증대를 위한 운항체계 자동화와 예정 항로의 정교

한 추적 항해 및 일정 해역에서의 장시간 정밀위치 유

지 등 해상시험선으로서의 첨단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국내 개발하는 각종 수중음향센서체계 성능시

험과 수중 은밀성이 요구되는 정숙 함정 음향성능시험 

수행을 목적으로 최신 전기추진방식을 채택한 청해호는 

선체와 탑재장비에 대한 엄격한 저소음화 음향통제를 

적용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의 음향스텔스 설계가 반영된 

해상시험선으로 건조 중이다.

청해호는 앞으로 6개월간 선내 의장공사와 해상 시

운전을 통한 성능검증 과정을 거친 후, 2012년 5월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 신규원전 후보부지로 영덕, 삼척 선정 ＊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과 강원 삼척시 근덕면 일대 

등 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한수원은 지난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원전건

설 부지로 적합하다고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원

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을 요청한 바 있고, 유치를 희망

하는 강원 삼척시, 경북 영덕군, 울진군 등 3개 지자체

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유치를 신청하였다.

한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

고 유치신청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안전성, 환경성, 건

설적합성 및 주민수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후보 부지를 선정하였다.

2012년 상반기중에 선정된 후보부지에 대한 사전환

경성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전원개발사업예

정구역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부지는 부지당 4기이상

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원전이 차

질 없이 건설되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안보 

등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 “올해의 최우수 선박”에 2척 선정 ＊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한 선박 2척이 최근 세계적

인 조선해운 전문지들로부터 올해의 최우수 선박에 선

정됐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조선해운 전문지인 네이벌 아키텍

트는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원유제품운반선 삼코 

아마존호와 컨테이너운반선 머스크 에디슨호를 올해의 

최우수선박에 선정하였다.

삼코 아마존호는 31만 8천 톤급 초대형 원유제품운반

선으로 최첨단 전자식 엔진 제어장치와 해양 생태계 파



     학회 회원사 동정 기사를 학회지에 게재하여 회원사를 홍보해드리고자 하오니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내용 : 회사동정, 회사소개, 제품안내, 연구개발, 기타 
2. 원고분량 : A4 2면 이내(사진 포함)   

3. 원고접수 : 수시접수

4. 접수 및 문의 : 학회 사무국 (Tel. : 042-828-6512, e-mail : koweld@kwjs.or.kr)

괴를 막기 위한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프로펠러 앞의 

부가물로써 선박의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특수장치인 

Mewis duct등이 부착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됐다.

이 선박은 또한 조선해운업계에 영향력이 큰 ‘IHS

FAIRPLAY’가 발간하는 세계적인 조선기술 전문지 솔

루션스에 의해 올해의 가장 주목할만한 선박에 선정돼,

향후 이와 같은 사양의 선박 발주가 잇따를 전망이다.

머스크 에디슨호는 13,100 TEU 컨테이너운반선으

로 영국 로이드 선급이 인정하는 친환경 기준인 ‘E.P.

NOTATION’이 적용됐으며 해양 오염 사고 방지를 위

해 기름탱크가 2중으로 제작됐다.

이번에 최우수 선박에 선정된 두 척 모두 에너지 절

감과 친환경 사양을 갖춘 첨단 선형으로 건조돼, 현대

삼호중공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 보령복합 4호기 발전설비 선적ㆍ출하 ＊

한국중부발전 신보령화력 건설사무소는 보령복합 4

호기 발전설비 철거ㆍ선적ㆍ출하 행사를 가졌다. 이 행

사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약 15년간 상업 운전한 대규

모 발전설비인 보령복합4호기 발전설비를 철거해, 주기

기 성능개선 및 보조기기 정비를 한 후, 포장 및 선

적․운송․설치하여 인천복합 3호기로 보내는 것으로 

상업운전한 대규모 발전설비의 이전은 세계최초이다.

철거․이전 발전설비 용량은 총 450 MW로 가스터

빈 150 MW 2기, 스팀터빈 150 MW 1기입로 2011

년 9월에 철거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인천복합 

3호기 건설공정에 맞춰 이설 기자재를 운송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

＊ 영암에 13.3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 ＊

한국서부발전은 영암 F1 태양광발전 공동개발사업의 

사업추진법인(SPC)인 ‘영암F1태양광발전(주)의 설립

을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에 따른 태양에너지 의무 공급량 확보를 위하여 시작된 

영암 F1 태양광발전소 공동개발사업은 전라남도 영암

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주차장 부지에 13.3

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주차장에 

설치되는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이다.

발전소가 건립되면 연간 약 1만 6,800 MWh의 전

력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5천여 가구에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약 1만톤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사업 등록

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우하이텍

＊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성우하이텍 연구소 제품설계팀 마루 분임조가 연구사례 

부문에서 대통령상 금상(金賞)을, 품질보증팀 북두칠성 

분임조와 공정기술반 봉우리 분임조가 각각 「현장개선 

부문」과 「자유형식 부문」에서 대통령상 은상(銀賞)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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