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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경제연구소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 최근 정부는 조선업계 일감, 금융 등의 애로사항 해소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11.22일),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영향을 분석함
* ① 친환경 선박 발주 ② 금융애로 지원 ③ 고용애로 지원 ④ 미래경쟁력 강화 등
□ (분야별 핵심 내용) 친환경 기반구축을 위한 법령개정(해양환경관리법),
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LNG 선박발주, 금융지원, 고용지원 등이 골자

’

ㅇ (선박발주) LNG추진선 140척을 중소조선사에 발주 및 발주유도(~ 25)

’

- 25년까지 2조 8천억원 규모의 LNG벙커링 인프라*를 건설할 계획

* 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기 위한 설비, 벙커링선 등

ㅇ (금융지원) 7천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
- 천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기자재 업체 제작금융 지원
(*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가능)

- 2천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통해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 업체에 제작금융 지원
-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의 규모를 기존 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 선박도 보증
-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대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대출·보증

’

만기를 19년말까지 1년 연장(1조원 규모)하고 금융기관 면책 추진
ㅇ (고용지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 19.6월까지 연장
-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600명), 친환경·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사업(120명),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40명),

’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1,000명 이상,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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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경쟁력)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등

’ ’

-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420억원, 19~ 23년),

’ ’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사업(297억원, ’18~’21년) 등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398억원, 19~ 23년),

□ (의의) 이번 대책은 ’09년 덴마크 해운업계의 GSF(Green Ship of
the Future)*에 버금가는 매우 영향력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

* 10여년 전 덴마크에서 선박연비 경쟁의 포문을 열면서 에코선박(Eco ship)
이라는 선박 교체와 추진기술 변화 등 해운업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한 바 있음

ㅇ 미래 선박기술인 LNG추진선 분야를 한국에서 먼저 선점, 유럽의
해운강자들에게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 역할
- LNG추진 기술은 한국 조선업이 모든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경쟁 조선업체와도 확연한 차별화가 가능
- 현재 스크러버는 유럽선사들이 실적 경험과 보증을 요구,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지원이 절실
□ (영향) 국내 조선업체들의 일감 확보와 해외 선주들의 추가발주 가능성
ㅇ 중장기적으로 세계 해운업과 선박 연료시장은
현재 효율성이 가장 높은 LNG 부문으로 흘러갈 가능성 높음
- 기존 선박을 디젤연료 체계하에 친환경으로 개조하는 것은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저유황)하거나, 부식 유발 및 오폐수 무단
방류(스크러버) 등에 따른 무거운 벌금부과의 우려가 있는 한계

* LNG를 제외한 중고선 2만 3천척 중 5천 7백여척은 엔진 개조 등을 통해
LNG추진선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나금융투자)
-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는 LNG벙커링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LNG연료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작성자 : 산업연구팀 차장 전준모 jjmeco@ibk.co.kr / ☎02-729-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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