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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 세계 최초 선박 인도 1억톤 달성 ＊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선박 인도 1억톤(GT)을 

달성하며 세계 조선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1972년 3월23일 기공식 이후 40년 만에 1억 

717만톤 기록을 세우게 되었으며 전 세계 조선사 중 

이 같은 기록을 세운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은 49개국 285개 선주사에게 

1805척의 선박을 인도하였고, 육상건조, 선박침수(沈

水) T도크 등과 같은 획기적인 신공법을 개발하여 건

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 17억불 규모 바레인 발전소 준공 ＊

현대중공업이 바레인 알두르에서 알두르파워 & 워

터사로부터 EPC(설계, 구매, 건설 일괄 시공) 방식으

로 수주해 완공한 17억불 바레인 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 플랜트는 발전용량 1245MW의 가스복합 화력발

전소와 일일 21만8000㎥ 생산 규모(60만명 사용분)

의 담수플랜트를 갖추고 있다.

이는 바레인 전체 소비전력의 약 40%와 하루 담수 소

비량의 약 12%에 해당되며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와 용

수는 마나마를 비롯한 바레인의 주요 도시들에 공급된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1750MW 규모의 사우디 리야

드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와 2000MW 규모의 쿠웨이트 

사비야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등 중동에서만 총 50억달

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산중공업

＊ 인도 발전소 성능개선 공사 수주＊

두산중공업은 인도 서벵갈주의 발전회사인 WBPDCL

(West Bengal Power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과 반델(Bandel)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공사 

계약을 1200억원에 체결했다.

1982년 준공돼 30년 간 가동됨에 따라 노후화된 반

델 화력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는 이번 공사는 2014년 

5월까지 기존 터빈의 출력을 5MW 이상, 보일러의 효

율을 10% 이상 업그레이드하고 최신 감시제어시스템

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인도 발전서비스 시장의 주력인 210

MW급 발전소 성능개선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하

게 되었으며 15GW(약 5조원 상당)로 예상되는 인도

의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 시장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두산중공업은 인도 정부가 신규 발전소 건설과 함께 

노후발전소에 대한 성능개선도 확대하고 있어, 이번 수

주를 발판으로 향후 인도시장에서의 발전 서비스 사업

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 초대형 FPSO 1기 수주 성공 ＊

대우조선해양이 초대형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FPSO)를 인펙스(Inpex)사로부터 수주했다.

약 20억 달러(약 2조 2천억 원)의 초대형 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단일 프로젝트 수주 중 지난 2007년 

수주한 21억 달러의 파즈플로 FPSO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익시스(Ichthys) FPSO’라 이름 붙여진 이 설비는 

길이 336 미터, 폭 59 미터에 무게는 약 11만 톤에 

달하며, 하루 8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최대 

114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4월까지 발주사 측에 인도

할 계획이며, 인도 후에는 호주 북서쪽 800 킬로미터 

해역에 위치한 익시스(Ichthys) 필드에서 운영될 예정

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대우조선해양은 FPSO의 선체 부

분(Hull)과 상부구조물(Topside) 부분을 설계부터 구

매, 생산, 설치, 시운전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

＊ 영국 항공모함 군수지원함 4척 수주 ＊

대우조선해양이 영국 국방부가 발주한 군수지원함 4

척을 수주하면서 세계 함정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건조하게 된 군함은 길이 약 200m, 폭은 약 

28m에 만재배수량은 약 37000톤으로, 군함에 필요한 

유류, 식량, 탄약, 식수 등을 보급해 항공모함 함대의 

전투 능력 유지를 지원하는 항공모함 군수지원함이다.

이번 계약으로 전통적인 해군 강국인 영국에 세계 최

회 원 사 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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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외국 업체가 군함을 수출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의 상선과 해양 뿐만 아니라 함정 분야에서도 납기, 가

격,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 것이다.

이번 계약을 포함하여 대우조선해양은 총 11척, 약 

35억 달러 상당의 선박과 해양구조물을 수주하며 올해 

목표 110억 달러의 32%를 달성했다.

한진중공업

＊ 수빅조선소, 美 해군 유지보수 협정 체결＊

한진중공업 해외 현지법인인 HHIC-Phil(필리핀 수

빅조선소)이 미국 최대의 군함 건조사인 헌팅턴 인갈사

의 계열사인 AMSEC과 기본협력협정(MCA)을 체결

했다.

MCA의 주요내용은 필리핀 수빅조선소가 미 해군 및 

미국 정부소유 선박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선박 유지

보수 및 수리, 물류지원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이 지난 2009년 필리핀 수빅만에 완공한 

수빅조선소는 80만평이 넘는 부지에 길이 550m, 폭 

135m에 달하는 세계 최대형 도크 등 2기의 도크와 

4km에 이르는 안벽시설 및 4기의 골리앗크레인, 자동

화기기를 갖춘 총 길이 1,000m가 넘는 조립공장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STX 조선해양

＊ 1억불 규모 헤비리프트선 수주 ＊

STX 조선해양이 벨기에의 스칼디스로부터 1억불 규

모의 헤비리프트 크레인선(중량물 크레인선) 1척을 수

주했다. 이 선박은 STX다롄 조선해양종합생산기지에서 

건조하여 2014년 1분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인도 후 

심해 상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해상용 풍력발전

기 등 해상 구조물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된다.

길이 108m, 폭 50.9m로 2,000톤 규모의 크레인 2

기를 갖추고 있으며 7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는 

이 선박은 3,000톤 규모의 화물을 추가로 싣고 운반할 

수 있으며 2기의 크레인이 선체로부터 25m 떨어진 곳

까지 움직일 수 있어 화물을 운반한 후 화물의 재배치

도 가능하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해상작업에 특화된 다양한 기

술이 적용된 첨단 선박으로 STX조선해양은 앞으로 기

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양플랜트 분야 수주에 더욱 박차

를 가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 신형 ‘싼타페’ 출시 ＊

현대자동차가 2005년 싼타페(CM) 출시 이후 7년 

만에 신형 ‘싼타페(Santa Fe)’의 신차발표회를 갖었다.

신형 ‘싼타페’는 한층 날렵하고 세련된 SUV로 거듭

났으며, 2,700mm의 넉넉한 휠베이스로 세단과 같은 

넓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동급 최고 수준의 두 

가지 디젤 엔진 라인업을 갖췄다. 특히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장치(LP-EGR) 등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각종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모델 대비 13% 넘게 연비를 향

상시켜 최근 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높은 경제성을 자랑

하고 친환경 배기규제인 유로-5 배기규제를 만족하며 

높은 친환경성도 갖췄다.

또한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7에어백 시스템’

을 SUV 최초로 전 모델 기본 장착하여  차량 충돌 시 시

트벨트가 신속하게 조여져 골반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하

체상해저감장치(EFD, Emergency Fastening Device)’

를 1열에 적용하는 등 최고 수준의 탑승자 안전을 제

공한다.

한국중부발전

＊ 국내 최초, RDF전용 열병합발전소 준공 ＊

한국중부발전은 국내 최초 폐기물고형연료(RDF)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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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하였다.

지난 2010년 6월 착공하여 2012년 2월 준공, 시운

전을 거쳐 현재 정상 가동 중인 폐기물고형연료 전용 

열병합발전소는 생활폐기물로부터 고효율의 에너지를 

연료로 회수하는 발전소로 폐기물에서의 자원회수, 지

역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채산성 확보, 열병합발전

에 따른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남동발전

＊ 불가리아 42MW 태양광발전소 준공 ＊

한국남동발전이 불가리아 벨리코 타르노보 사모보딘

에서 한국 최초 동유럽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 불가

리아 42MW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거행하고 향후 20

년간 운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2억불로 규모로 세계 15위권의 초대형 프로젝

트이다.

한국남동발전은 42MW 태양광 발전소를 SDN과 합

심하여 불가리아에서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발전소로 

운영하여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물론 화력발전

소 건설 및 성능개선 사업 분야 등에 적극 참여할 계

획이다.

한국서부발전

＊ 바이오에너지 혼소 발전설비 인증 ＊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태안발전본부 제3,4호

기를 바이오에너지를 혼소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설비로 인정받았다.

태안발전본부 제3,4호기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단위용량 50만kW의 화력발전소로서 하수처리 과정에

서 발생하는 슬러지로 만든 바이오연료를 혼소하여 전

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에 해당하

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게 된다.

한국서부발전은 바다에 버려지던 하수슬러지를 연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2010년에 

하수슬러지 사용설비를 준공하여 국내 최초로 발전연료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연간 약 50만톤의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여 약 10만톤의 연료를 생산하고, 14만MWh

의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약 5만톤의 

수입석탄을 대체하여 13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해양환경 보전에도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성동조선해양

＊ 2011년 최우수 선박 선정 ＊

성동조선해양이 건조한 18만톤급 화물선(S1109호

선)과 15만8천톤급 원유운반선(S2034호선) 2척이 영

국의 네이벌 아키텍트사로부터 2011년 최우수 선박에 

선정되었다.

세계적인 조선·해운 전문매체인 영국 ‘네이벌 아키텍

트(Naval Architect)’는 1993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건조된 선박 가운데 기존 선박과의 차별성, 효율성, 디

자인, 선주들의 선호도 등에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선박을 기준으로 우수 선박을 하는데, 2011년에는 총 

2,631척의 인도 선박 중 49척의 선박을 우수 선박으

로 선정하였다.

한국선급

＊ 바이오니아, 기술협력에 관한 MOU 체결 ＊

한국선급은 유전자/나노 기술 전문기업인 바이오니아

와 바이오 및 나노 기술의 해양 분야 적용을 위한 공동

개발, 선박엔진용 나노필터 시스템 공동개발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체결하였다.

선박엔진용 나노필터는 신규 소재인 카본나노튜브-금

속 하이브리드 나노소재를 이용한 미세입자 제거로 기

존제품에 비해 윤활유 수명 및 필터 교환주기 연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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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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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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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과 바이오니아는 향후 바이오 분야에서도 유

전자 진단기술을 활용한 선박 평형수의 미생물 정량분

석법 개발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 천연가스사업관련 주요기자재 국산화개발 ＊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 4개사(삼공사, 신우에프에

이, 엔진텍, 성림산업)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과제 

공동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력과제는 천연가스 사업관련 주요 기자재로서 

부두 접안설비 통합관리 시스템, 세미쉴드(Semi- shield)

장비 개발, 2.6리터급 GHP 가스엔진 개발, Webber

Index 측정장치 개발 등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설비 

및 장비 국산화개발로 이를 통하여 천연가스 산업발전 

및 외산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

양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12년 4～5월에 제2차 중

소기업 협력기술개발과제를 정기공모하고, 5월에는  중

소기업과의 기술개발협의체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자전거 국내서 ‘국제공인’ 첫 시험기관 지정＊

자전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제 공인인증 시험기관으로 국내에선 처음 경북하이브

리드부품연구원이 지정됐다.

자전거 프레임과 자전거 페달과 바퀴까지, 매 과정마

다 5만 번 이상의 반복 실험을 통해 자전거의 종합적

인 성능을 평가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갖춘 경북하이브

리드부품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자전거 국제 공인인증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되는 인증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미

국 유럽을 비롯한 76개국에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국가에 시험 

의뢰를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용 절감은 물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신제품에 대한 

개발 정보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카본과 마그네슘, 티타늄 등 고품질 자전거 개

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자전거업체들의 해외 수출이 한

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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