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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5호(201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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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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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6호(2010년 12월호)

기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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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 춘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모집 안내

   우리 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도 춘계 학술발표대회는 제

14회 국제 용접전시회 기간 중에 개최되어 국내외 다양한 용접·접합 관련 최신 기기와 재료를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의 동향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오니 회원여러분 및 관련기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1년 4월 7(목) - 8(금), 2일간

2. 장 소 : 창원 컨벤션센터 (www.ceco.co.kr/)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3번지, 055-212-1000)

3. 세부 일정 :

가. 발표논문 신청서 접수 마감 : 2011년 2월 28일(월)

나. 발표논문 제출 마감 : 2011년 3월 17일(목)

다. 용접사진전 신청 마감 : 2011년 3월 31(목)

라. 참가자 사전등록 마감 : 2011년 3월 30일(수)

4. 강연 원고모집입니다.

가.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유익한 발표대회가 되도록 분야별 강연을 실시합니다.

나. 각 분야별 다양하고 유익한 연구와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조교수, 선임연구원 이상 및 전문기술자의 참여를 부

탁드립니다.

다. 강연은 각 섹션에서 첫 발표에 배정되며 발표시간은 질문포함 30분입니다.

5. 논문 발표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입니다.

가. 구두발표는 질문포함 20분입니다.

나. 포스터발표는 학생회원에 해당되지만,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한해 구두발표가 가능합니다.

6. 발표논문 작성 및 제출(구두발표자 및 포스터발표자 모두 해당)

가. 발표자는 템플릿 파일에 4-5면에 해당하는 발표논문을 제출(작성요령 참조)

나. 학술대회 발표초록집에는 발표초록 1면만 인쇄

다. 발표논문의 학회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발표자는 편집위원회 소정의 심사 후 추후 학회지에 게재

라. 발표논문 작성 템플릿 파일은 홈페이지(www.kwjs.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7. 학술대회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3월 30일까지) 당일등록(3월 31일부터)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일반회원 80,000원 100,000원 100,000원 1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 40,000원

① 학회 사무국, 온라인입금,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재

☞우리은행 : 025-079710-01-001, 예금주 : 대한용접접합학회 (참가자 성명으로 입금 후 확인)

② 학술대회 참가자는 2011년 3월 30일(수)까지 참가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오.

8. 발표신청서 및 발표논문 제출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논문투고→학술대회에서 신청하시고 파일탑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좌장 신청 : 학술대회에서 좌장을 맡아주실 회원께서는 ‘전공부문 및 세부전공’을 적어 ‘발표논문 신청서’에 체

크하여 주시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체 소속 회원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학 회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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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 신청서

접수일 2011. . . 접수 No. 2011-
발표형식

(해당란 ○)

•구두발표 ( )

•포스터발표 ( )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학술대회 발표 분야(산업별) 학술대회 발표 분야(학문별)

•조선 해양 ( ) •플랜트 정유 석유화학 ( ) 정밀접합: Soldering, Brazing, Micro-bonding 등 ( )

•(신)재생에너지 ( ) •발전설비 ( ) 고에너지빔: 레이저, 플라즈마, 전자빔 가공 ( )

•원자력 ( ) •자동차 ( ) 용접야금: 용접성, 미세조직, 물성, 접합 특성 등 ( )

•건설 토목 ( ) •철도 철도차량 ( ) 용접공정: 공정개선, 장비, 자동화, 절단 등 ( )

•전기 전자 ( ) •반도체 패키징 ( ) 용접강도: 잔류응력, 강도, 인성, 취성, 피로파괴 ( )

•용접장비 ( ) •철강 비철 ( ) 용접시공: 용접부 품질평가, 용사기술 ( )

•산업기계 ( ) •품질 교육 기타 ( ) 특수문제: 고온용기, 원자력, Plastic용접, 극저온 ( )

￭ 발표신청자는 기존의 학문별 발표분야와 함께 산업별 발표분야를 동시에 표기하여 주십시오.(※참조)

또한, 발표제목에는 관련부품이나 제품이름 등을 가능한 포함시켜 주십시오.

구 분 성 명 근무처/부서명(직위) 회원 구분(○표)

발표자 일반회원 학생회원

공동

저자

정회원 학생 비회원 학생

정회원 학생 비회원 학생

정회원 학생 비회원 학생

정회원 학생 비회원 학생

발표자 연락처 E-mail

좌장

신청

성명 : 소속 : 직위 :

관심부문 : 세부전공 :

기타

사항

1. 논문 발표자는 “ ’11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공동 저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술대회에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회원께서는 “좌장신청” 란을 작성해 주시면 선임토록 하겠

습니다.

※ 발표논문 파일을 USB메모리에 담아 발표시작 전의 휴식시간에 발표장 보조요원에게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우리학회 학술발표대회의 발표 세션 구성을 2010년도 추계대회부터 기존의 학문적 주제별 발표형식에서 산업별 주

제 발표 형식으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각 산업분야별 논문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같은 산업분야에서 용접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또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지난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200편 학술논문발표라는 역대 최

대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런 변화를 통해 각 산업분야에서 용접․접합을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의 학회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학회 내에

서의 상호 학술 및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여 국내 용접 기술의 발전과 용접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발표분야를 기존 발표신청 분야와 함께 산업별 학술대회 발표분야를 동시에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발표 제목에 가능하면 관련제품이나 부품의 이름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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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 개최 결과

우리 학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가 11월 25일(목), 26(금) 2일간에 걸쳐 대전 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되었다.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는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강도연구위원회와 친환경 접합소재 원천기술 심포지엄이 부대행사

로 개최되었으며 고에너지를 이용한 표면개질 기술과 플렉시블 기반 내장부품의 전자 접합에 대한 특별세션 등 총

191편의 논문발표와 용접현상 사진전 및 기기 전시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이번 추계 발표대회에서는 현재까지 학문적 주제별 발표형식에서 새로이 산업별 주제 발표 형식으로 세션을 구성

하여 산업분야별 논문발표를 통해 같은 산업분야 담당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장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학술대회가 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학술대회 후원사와 연구위원회 후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규 회원사에게 회원패가 수여되

었다. 인사말에서 이종봉 회장은 학회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학회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난 2년간 회장재임 기

간 중에 추진하였던 학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회원 모두에게 감사하며 학회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2010년도 학회상 시상과 함께 2011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어서 나석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제15대 신임회장에 이보영 회원, 신임부회장에 강정윤, 이창희, 장희석 회원,

신임감사에 고진현, 김상록 회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보영 신임회장 당선자는 2011-2012년 재임기간 중 학회 운영목표를 용접기술에 대한 우리 나라의 사회적 인

식 제고와 세계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용접 기술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

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용접관련 품질 시스템의 제도화, 국문학회지의 SCI 등재 추진, 학회 특별회원사

배가 운동, 용접센터 건물 구입을 위한 기금 모금운동, 국제학술대회 신규 개최 운영, 용접기능사의 학회 활동 활성

화, 용접기능 자격의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리셉션에서는 전임회장과 현 회장, 신임회장 당선자와 함께 케익 절단과 김영식 전임회장의 건배사, 김상욱 현대

종합금속 대표와 주웅용 POSCO 기술연구원장의 건배 제창을 시작으로 즐거운 공연과 함께 맛있는 만찬이 진행되

었다.

금번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후원사와 기기전시회 참여업체 그리고 화환

을 보내주신 용접공업협동조합에게 감사드립니다.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후원사

•현대종합금속(주) •현대제철(주) •비앤씨테크(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IPG PHOTONICS KOREA Ltd., •한빛레이저(주) •동양철관(주)

2010년도 학회상 수상자

•학술상 : 유중돈(KAIST 기계공학과, 교수)

•공로상 : 주웅용(POSCO 기술연구원, 원장)

•기술상 : 김기철(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위원)

강문진(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기술지원본부, 본부장)

•학업상 :

(대학) 나윤재(한밭대), 김민수(인하공업전문대), 전인종(한국폴리텍IV대학)

김상진(한국폴리텍V대학), 문복연(한국폴리텍VII대학)

(공업고) 문재현(춘천기계공업고), 최태혁(평해공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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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8차 이사회 회의록 ※

• 일 시 : 2010년 10월 1일(금) 15:00

• 장 소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1층 교수회의실(공업센터)

• 참석자 : 이종봉, 이창희, 장희석, 윤종원, 김종도, 손영석, 오명구, 이세헌, 강문진, 백응률, 전임회장(나석주)

위임(이보영, 김일수, 오동수, 김상록, 김재훈, 전진수, 장웅성, 김대순, 안영호, 정승부, 방한서, 조상명)

• 주요결과

1. 첨부한 이사회 자료 중, 각 부문 주요 결과보고를 승인하고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결과와 계획을 차기 이사

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총무/사무국) : 김일수 이사, 한동선 국장

- 국제업무 담당직원 퇴사 : ‘10.09.20

- 신규 채용 : 당분간 보류, 담당업무 호칭 변경

(국제/기술) : 장희석 부회장

- 한-중-일 조인트 세미나 대표 회의 학회 대표 : 나석주 전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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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이보영 부회장

- 한밭대학교 ATB 가입신청 : ’10.09.15

- 한국용접전문기술자(KWE) 검인정업무 학회 주관

∙학회-한밭대 용접센터 간 회의 후 업무 이관

- ANB Control Manual 작성 완료

(연구위원회)

- ’10 마이크로패키징 심포지엄 : ’10.10.15(금), KINTEX(경기도 일산)

- ’10 강도연구위원회 심포지엄 : ’10.11.25(금), 대전 컨벤션센터(추계 대회 시)

(전문서적편찬)

- 편찬위원회 : ‘10.10.06(수) 포항공대

(’14 IIW TFT)

- ’14 IIW 개최지 선정 : 3개 기관 최종 실사 결과 후 선정

- ’14 IIW 연차총회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 : ’14.08.04 ; 4년간

∙도메인명 : www.2014iiw.com

2. 주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무/사무국)

- 제187차 이사회 회의록 채택

- 신규회원 가입 승인 : 정회원 12명, 준회원 2명

(재무)

- 사무실 자산 연말 재평가 : 구입가와 공시 시가 병행 표기

(사업)

-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조직위원회 임명장 발송 : PDF 파일

∙조직위원회 명단 학술대회 개요집 게재

∙학술대회 발표논문상 수상자 증원 위원회 안 마련 : 포상위원회 검토 및 작업

(선거관리위원회)

- ‘10 선거관리위원회(회장단 및 감사 입후보 등록) 일정 확정

∙’10.10.05(화) : 입후보자 등록 공고

∙’10.11.05(금) : 입후보자 등록 마감

∙’10.11.11일(목) : 입후보자 공고(이력서, 학회운영계획서 배포)

∙’10.11.25일(목)(정기총회) : 회장단 및 감사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안 마련 : 차기 이사회

(학회상)

- 학술상 : 유중돈(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공로상 : 주웅용(POSCO 기술연구원,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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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성 명 소 속 E-mail Address

437 박 수 길 현대중공업 용접연구실 psk2011@hhi.co.kr

438 유 덕 상 세아ESAB dsyou@esab.co.kr

- 기술상 (2명) :

∙김기철(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위원)

∙강문진(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기술지원본부, 본부장)

- 학업상 (7명) :

∙대학 : 나윤재(한밭대학교), 김민수(인하공업전문대학), 전인종(한국폴리텍IV대학),

김상진(한국폴리텍V대학), 문복연(한국폴리텍VII대학)

∙공업고 : 문재현(춘천기계공업고), 최태현(평해공업고)

(기타)

- 학회마크 변경 : 추계 학술대회 시 회원의견 수렴

- 연구위원회 후원사 감사패 수여

∙강도연구위원회 : 지엔이씨

∙공정연구위원회 : 세아에삽, 로봇 밸리

∙고에너지연구위원회 : 한빛레이저, 오토 엔

- 전임회장단 모임 : 전임회장, 현 회장단

∙일시 및 장소 : 11월초, 포항 또는 부산(1박 2일)

- 산업체 부회장직 신설 안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

- 원로회원 명단 업 데이트 : 이사회 보고

(차기 이사회)

- 일시/장소 : ’10.11.24(수) 16:00, 대전

※ 신규 회원 명단 ※

<특별회원>

회원구분 회원사명 대표자명 주요 영업분야

특별회원

5급

IPG PHOTONICS
KOREA Ltd.,

한 유 희
- Fiber laser 판매
- 레이저응용기술 연구
- 레이저응용기술 핵심 구성요소개발

특별회원

5급
동양철관주식회사 박 종 원

- 상수도 및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 가스관 및 송유관, 구조용강관
- 강관 현장자동용접 시공

특별회원

5급
디와이웰텍주식회사 서 한 엽

- 시멘트 공장 및 발전소용 Pulverizer
roller tire, table liner, roller press 공급

<정회원 → 종신회원>

<학생회원 → 정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E-mail Address

12600 김 명 복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원 IST팀 myungbok.kim@doosan.com

12617 허 동 운 현대로템 품질경영실 용접기술센터 huhdw@hyundai-rot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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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정회원, 학생회원>

회원번호 성 명 소 속 E-mail Address

12601 박 광 호 아이피지포토닉스코리아 kevinpark@paran.com

12602 윤 병 진 두산DST 생산기술3팀 ybj6808@hotmail.com

12603 천 광 산 대우조선해양 산업기술연구소 kschun@dsme.co.kr

12604 이 윤 상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원자력생산기술1팀 yoonsang.lee@doosan.com

12605 엄 지 훈 대우건설 플랜트 사업본부 ejh93@naver.com

12606 박 현 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력부품센터 hk-park@kitech.re.kr

12607 김 현 숙 원광대학교 자연대 nanohskim@wku.ac.kr

12610 강 창 성 나노테크 연구개발팀 gcsing@nanopowder.co.kr

12611 김 선 구 한전KPS 동해지점 ksg2803@kps.co.kr

12612 백 종 석 코오롱건설 jsbaek@kolon.com

12613 권 성 만 한영산업 이순신대교 감리실 steellove07@hanmail.net

12614 지 재 형 대우건설 품질검사팀 jhjee@dwconst.co.kr

12615 배 원 학 현대로템 용접기술센터 224188@hyundai-rotem.co.kr

12616 문 현 수 현대로템 용접기술센터 moon@hyundai-rotem.co.kr

12618 이 찬 주 삼영검사엔지니어링 기술부 chan7127@hanmail.net

12619 최 인 식 두산DST 생산1팀 용접2직 winter@korea.ac.kr

12620 김 대 길 한라건설 mi-rue@halla.co.kr

12621 안 종 국 지엔티 jgan@gnt21.com

12622 이 항 영 SC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부 기계팀 md71@naver.com

12623 고 학 송 한국폴리텍 noble@kopo.ac.kr

12624 하 현 기 hyun-tech Acehhk@paran.com

12625 이 성 민 경창산업 TM사업부 연구개발팀 sungm35@kc.co.kr

12626 이 재 균 서훈산업유한회사

12627 문 경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열표면기술센터 kimoon@kitech.re.kr

12628 임 탁 규 GS건설 검사팀 minnacom@hanmail.net

12629 이 수 경 명성그린주식회사 skleehome@yahoo.co.kr

12630 김 택 수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tskim1@kaist.ac.kr

12631 박 용 덕 3Z/QA ydpark@yahoo.co.kr

12632 손 영 산 홍성기능대학 산업설비자동화과 ysson571@hanmail.net

12633 소 영 철 한국배관용접기술학원 syc0409@korea.com

70831 김 용 환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 breeze709@nate.com

70832 백 정 훈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구조연구실 bjh156@hanmail.net

70833 이 재 선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ddungjs@hanmail.net

70834 심 정 현 한양대학교 good1423@hanmail.net

70835 송 준 영 충남대학교 sjy-clean@hanmail.net

70836 찬 옥 칸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khanh_pro_m@yahoo.com.vn

70837 이 경 민 한국항공대학교 용접공학연구실 yumanie@naver.com

70838 지 명 구 서울산업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knido@nate.com



705

97

포스코

＊ 일 폐열발전사『제네시스』인수 ＊

포스코가 해외에서 비철강 기업을 처음으로 인수하며

종합에너지 회사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코는

일본 도쿄에서『제네시스』의 지분 51%(포스코 30%,

포스코재팬 21%)를 6억 1000만 엔에 인수했다.

제네시스는 1989년 자본금 14억 엔으로 설립된 일

본 발전회사로 중․저온 폐열발전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네시스는 해양 온도차 발전설비

의 설계․엔지니어링과 함께 핵심 설비인 열교환기 제

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포스코는 제네시스가 친환경 발전 분야에서 원천기술

을 보유하고 있어 포스코패밀리의 녹색성장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 합성천연가스 생산 핵심기술 개발 ＊

포스코가 석탄으로부터 합성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

는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합성천연가스는 석탄을 분말로 만들어 고온․고압에

서 합성가스로 생산, 정제한 뒤 메탄합성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청정에너지로 성분이 동일한 LNG를 대체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핵심기술은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핵심

공정 중 하나인 메탄합성기술로, 기존 메탄합성반응기

와 비교해 설비가 간단하고 열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

이다.

현대중공업

＊ 컨테이너선 10척 1조7천억 수주 ＊

현대중공업은 최근 독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하팍

로이드에서 1만31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

을 총 14억5000만달러에 수주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이 수익성 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본격적인

컨테이너선 시황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

기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계약을 맺은 10척 중 6척도 기

존에 수주한 선박의 규모를 키운 것으로 2008년

8600TEU급으로 수주했으나 선주사의 요청으로 이번

에 1만3100TEU급으로 선형을 변경했다.

＊ 국내 원전에 ‘국산 엔진’ 첫 공급 ＊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순수 국산기술로 제작된 엔진이

첫 공급된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부산시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의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의 노후 비상

발전기를 철거하고 새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이 비상발전기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4

천㎾급 고출력「힘센 엔진」2기를 탑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이 공사를 제작 및 설치, 시운전까지

턴키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며 오는 2013년 고리 원전의

정비기간 동안 비상발전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 오만 두큼공항 공사 낙찰사로 선정 ＊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송화영)이 오만 두큼공항의

Package No.2 공사 낙찰사로 최종 선정되었다.

금번 공사는 오만 교통통신부에서 발주한 것으로 오

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두큼 지역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며 동사

가 금번 수주한 Package No.2는 활주로, 유도로 등

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 3800TEU급 컨선 8척 수주 ＊

한진중공업 해외 현지법인인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벨

기에 델피스사로부터 3,8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했다.

동사가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벨기에의 컨테이너 전

문 선사인 델피스사가 발주한 3,800TEU급 컨테이너

선이며 21노트의 속력으로 운행되는 최신 선형으로 필

리핀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하여 2013년 상반기부터 순

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회원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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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 13억 달러 화력발전소 수주 ＊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이 베트남에서 약 13억 달

러 규모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몽중 2 화력발전소는 베트남 수도 하

노이에서 북동쪽 160km 지점에 위치한 꽝닌에 건설되

며 두산중공업은 이번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

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오는 2015년 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발전소가 베트남에서 대량 생산되는

저품질 무연탄을 활용할 수 있게 보일러 연소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자회사

두산밥콕의 연소 기술을 적용했다.

＊ 1,000억원 규모 발전설비 수주 ＊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이 독일 지멘스로부터 1000

억원 규모의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독일 현지에서 지멘스가 인도 다헤즈

특별경제지역에 건설하는 디젠 복합화력 발전소에 들어

갈 3기의 배열회수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배열회수보일러는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연

소가스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를 생성해 증기터

빈을 구동하는 설비다.

두산중공업은 이 설비들을 설계에서부터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여 2013

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 신차안전도평가 석권 ＊

현대ㆍ기아차는 기아차『K7』과 현대차『쏘나타』,

『아반떼』가 국토해양부가 선정하는 ‘2010 올해의 안

전한 차’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모두 석권했다.

‘올해의 안전한 차’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실시한 그 해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면/옵셋/측면충돌, 좌석안전성의 전 항목에서

별 다섯을 획득하고 각 항목별 평가점수와 기둥측면 충돌

가산점을 합산해 기준 점수를 넘는 차종으로 선정된다.

이날 종합 평가 1위를 한 기아차『K7』은 이번 평

가에서 정면, 측면, 옵셋 충돌과 좌석안전성 평가에서

모두 별 다섯 만점을 받고 기둥측면 충돌 평가에서도

추가 점수를 받아 ‘올해의 안전한 차’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현대차『쏘나타』와『아반떼』역시 정면, 측면, 옵셋

충돌 평가와 좌석안전성 평가에서 별 다섯 만점을 받아

종합점수 2위, 3위로 ‘올해의 안전한 차’ 우수상을 수상

했다.

또한 ‘올해의 안전한 차’에『투싼iX』,『K5』,『스포

티지R』이 선정되어 현대ㆍ기아차 6개 차종 모두가

‘올해의 안전한 차’ 1위에서 6위까지 차지했다.

＊ 신형「유니버스」일본 출시 ＊

현대차가 일본 포스트 신장기 배기규제를 만족시킨

신형「유니버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일본 대형버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유니버스」는 지난 2009년 일본 런칭 이후 연간

1,000대 규모의 일본의 고급 대형버스 시장에서 총

120대 이상을 판매하여 판매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

델이다.

이날 선보인 신형「유니버스」에 탑재된 파워텍 엔진

은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신규적용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일본 규제치 대비 각각 65%와

63% 감소시켜 일본에서 금년 9월부터 적용된 세계에

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인 ‘포스트 신장기 배기가스 규

제’를 수입버스 최초로 만족시켰다.

삼성중공업

＊ 5억5천만 달러 규모 드릴십 수주 ＊

삼성중공업은 미국 시추전문회사인 프라이드사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5천만 달러에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드릴십은 길이 228m,

폭 42m, 배수량 9만6000톤이며 해수면으로부터 12km

까지 시추가 가능한 선박으로 2013년 중반 인도 될 예

정이다.

＊ 드릴십 2척 10억8천만 달러에 수주 ＊

국내 조선업계 처음으로 올해 수주목표를 달성한 삼

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씨드릴사로부터 원유 시추선박인

드릴십 2척을 10억 8천만 달러에 추가 수주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드릴십은 '08년부터 올

해까지 씨드릴사로 인도한 3척과 동일한 사양으로 연

속건조에 따른 설계기간 단축과 원가절감 효과가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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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씨드릴사와의 드릴십 계약서에 옵

션 2척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다. 옵

션이란 선주사가 조선사와 조건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실제 발주를 하게 되면 옵션계약을 맺은 조선사와 거래

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 13억불 상당의 해양플랜트 LOA체결 ＊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석유회사인 셰브론사와 해양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고정식 해양플랫폼에 대한 LOA

를 체결했다.

이번 LOA체결을 통해 양사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총 계약 금액과 구체적인 생산일정 등에 대해 합의했

다. 총 13억달러에 달하는 이 플랫폼은 내년 초부터 설

계에 들어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제작되어 2014

년 하반기경 셰브론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우조선해양이 상,하부 구조물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의 설계와 구매, 설치, 시운전 등

전과정을 책임지는 일괄 도급 방식이다.

＊ 장력고정식 해양플랫폼 1기 수주 ＊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오일메이저 업체와 장력고

정식 해양플랫폼의 선체부분에 대한 수주 계약식을 가

졌다. 수주 금액은 약 2,400억 원이며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12년 인도될 예정이다. 인도 후에는 매일

약 7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이번에 수주한 해양플랫폼은 원유 생산을 위한 장력

고정식 플랫폼의 선체 부분으로 플랫폼 전체의 길이는

114미터에 폭은 113.7미터, 높이는 83.5미터다. 이

장력고정식 플랫폼은 수심 300미터 이상의 심해 유전

지역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되는 구조물로써

선체를 인장력이 큰 특수파이프로 해저 바닥에 연결해

설비가 해상에서 좌우로 흔들리더라도 원 위치로 즉시

복귀할 수 있다.

현대제철

＊ 해양구조용 후판 첫 수출 ＊

현대제철이 최근 개발한 해양구조용 후판의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첫 수출길을 열었다.

현대제철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위치한 후육강

관업체 EEW-Malaysia 본사에서 박승하 부회장과

EEW그룹 쿠어트 라이쇼우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구조용 후판 공급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연간 20

만톤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 하마드 메디컬시티 공사 수주 ＊

현대건설은 카타르 공공사업청에서 발주한 5억3,400

만달러 규모의「하마드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를 수주

함으로써 연간 기준으로 해외수주액 110억2,545만달

러를 달성했다.

하마드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는 지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당시 선수촌 및 사무실 등으로 활용된 건물

을 확장해 최첨단 전문 병원으로 개조하는 공사로 최고

급 의료시설을 갖춘 여성병동, 외과병동, 재활치료 병

동 및 의료연구센터 등 모두 4개 동으로 구성된다. 공

사기간은 34개월이다.

STX조선해양

＊ 세계최초 광통신 디지털 용접시스템 개발 ＊

STX조선해양(대표이사:홍경진)이 세계 최초로 광통

신을 용접 장비에 적용한 광통신 디지털 용접시스템 개

발에 성공했다.

광통신은 두께 1밀리미터 미만의 광섬유를 통해 빛

신호로 정보를 교환하여 수백 킬로미터 거리까지 통신

이 가능한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방법으로 이를 용접장

비에 적용한 것은 STX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용접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10개의 케이블을 사용했으나 디지털 방식을 적용함으

로써 단 2개로 줄였으며 무게도 10킬로그램 감량했다.

또한 용접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600A, 55V의 최대출력도 최장 4시간까

지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장비는 운영방식을 모두 디지털화했다. 현

장에 있는 작업자는 일종의 리모콘 역할을 겸하는 와이

어 자동 송급기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용접기 본체까지

가지 않고 전류와 전압, 가스량 등 모든 용접 조건을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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