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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산업의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방안

김성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획조사팀장

조선해양산업의 최근 동향 및 코로나19 영향

로나19로 인한 수요 하락분을 상쇄하지 못해 혼
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IMF는 2020년 평균 유가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코로나19의

를 배럴당 35달러로 전망했다. 산유국 감산 합의

재확산세로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은 불투명해

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회복하겠지만 코로

졌다. 이로 인한 조선해양시장의 회복 역시 더디

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

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려울 것이며, 2023년까지 배럴당 45달러 이하에

는 최근 발표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각

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부텍사스산

△4.9%(2020.6월)와 △4.5%(2020.9월, Single

원유(WTI)는 올해 1월 말 배럴당 54.5달러에서 5

Hit 기준)로 전망했다. 원유와 같은 에너지원을

월 말 배럴당 35.5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8월

활용한 제품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글로

말에는 배럴당 42.6달러를 보이고 있다.

벌 교역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클락

클락슨은 금년도 전 세계 발주량을 1,880만

슨은 금년도 해상물동량이 전년대비 4.9% 감소할

CGT로 전망했는데(2020. 9월) 이는 올 3월 팬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초 전망대비 7.9%포인

데믹 직후 전망치인 2,090만 CGT보다 △10%,

트 하향한 수치다.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의 영

전년동기 대비(2019. 9월)보다는 51.2% 하향 전

향으로 해상물동량이 급감한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망한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2020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년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

유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와 감산을

행 등 친환경선박 수요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시황

둘러싼 산유국 간 이견에 따라 회복세가 지연되고

회복을 기대하고 있던 조선업계에 또 다른 위험요

있다. 지난 4월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 코

인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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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글로벌 조선산업 동향

전체발주

2020.1H

2020.7월

2020.8월

2020.1∼8월

YTD(%)

CGT

6,480,753

780,235

860,917

8,121,905

△53.5

척수

322

30

36

388

△49.5

150.7

16.8

17.5

185.0

△61.7

한국

1,202,744

560,936

625,978

2,389,658

△53.8

중국

3,981,370

178,381

210,443

4,370,194

△26.3

일본

781,786

28,804

-

810,590

△75.9

억 달러
주요국
수주현황
(CGT)

선종별
발주현황
(CGT)

유럽

248,515

6,492

-

255,007

△89.5

탱커

2,291,587

170,523

385,821

2,847,931

△21.7

벌커

1,723,141

69,857

124,375

1,917,373

△56.6

컨선

651,142

19,320

15,736

686,198

△54.5

LNG

365,630

342,886

171,443

879,959

△67.4

LPG

230,497

115,216

107,694

453,407

△38.0

크루즈

89,359

-

-

89,359

△95.7

자료 : 클락슨(2020.9).

올해 8월까지의 전 세계 발주량은 812만 CGT

축된 LNG 가격 하락에 따라 연내 LNG 프로젝트

로 전년동기 대비 53.5% 감소했다. 이는 클락슨

도 상당부분 연기됐다. 하지만 하반기 러시아, 모

이 하향 전망한 연간 발주량의 43% 수준에 불과

잠비크 등 대형 LNG 프로젝트의 발주 가능성이

하다. 하반기 시황이 급격하게 회복되지 않을 경

높아 대표적인 고부가선박인 LNG운반선의 시황

우, 금융위기 충격이 본격화된 2009년(1,754만

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CGT), 2016년(1,378만 CGT) 수주절벽 시기와

한편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주량은 239만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CGT로, 전년동기 대비 53.8% 감소했다. 중국

있다.

은 적극적인 자국 물량 발주 및 금융 지원을 통해

물동량 감소로 대형 선사 간 생존경쟁이 격화

437만 CGT를 수주하면서(자국 발주 비중은 약

됨에 따라 컨테이너선 발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60%), 주요 조선국 중 비교적 낮은 수주 감소 폭

54.5% 감소하였다. 반면 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

(△26.3%)을 보였다.

적 운임 상승을 보인 탱커는 전년동기 대비 21.7%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의 공정, 기자재 입고 등

감소하며, 타 선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폭

의 지연 및 서비스엔지니어를 포함한 인수 선원

을 보였다. 최근 2년간 발주 붐을 이뤘던 LNG운

수급 문제로 8월 말 기준 건조량은 전년동기 대

반선 또한 올해 8월 말 기준 단 9척(77만 CGT)이

비 20.7%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건조량은 598만

발주되는 등 발주량이 전년동기 대비 67.4%(30

CGT로 주요국 중 비교적 낮은 13.2% 감소를 기

척, 258만 CGT)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위

록했다. 국내 조선소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은 중

2 0 2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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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16.8%), 일본(△23.8%) 및 유럽(△50.3%)의

선업 기피 현상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감소했다.

다수 조선소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과는 다른

이는 중소형 조선 및 기자재업계 등 산업 생태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 동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224

수주 급감에 따라 8월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

만 CGT를 수주한 국내조선업계는 수주절벽을 겪

은 6,993만 CGT로 2004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

었다. 이후 물동량 회복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록했다. 이 중 우리나라는 1,917만 CGT로 전년

에 따라 친환경선박을 중심으로 일시 회복세를 보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현재의 발주부진 상황

였으나 4년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

이 지속될 경우, 2년 내 일감 부족으로 인한 유동

체를 겪게 되었다. 또한 세계조선업계의 산업구

성 리스크 및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조 및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변화가 진행되면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또한 2019년 6월 130.9

서 디지털 기반 혁신 역량 확보가 기업 생존을 위

포인트에서 2020년 8월 127.0포인트로 하락했

한 핵심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산업

다. 신조선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8

구조조정 상황에서 생존과 동시에 혁신을 고민해

월 191.5포인트 대비 66% 수준이다.

야 하는 시기에 놓이게 되었다.

올해 선박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주처의 자금 압박

215억 달러를 예상했으나 8월까지의 누적액은

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 인수 연기 및 거부의 가능

12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했으며

성도 예상된다. 시장 침체에 따라 연초 대비 용선

계획 대비해서는 9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확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클락슨은 2020년

국내 인력현황 역시 7월말 기준 10만 2,173명을

건조 예정 선박 중 20% 내외가 인도 지연될 것으

기록, 전년 말 대비 2.8%(2,945명) 감소했다. 최

로 전망했다. 선가 하락과 원가 상승 압박으로 조

근 조업중단, 공급망 혼선 등 부정적 영향 확대로

선소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수주 부진에 이어 정

주요국들은 대규모 해고방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

상적인 인도 차질 등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또한

대, 실업지원제도의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고 있다.

철광석 등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후판가 인
상 압박, 투자 지연 및 원화 약세로 인한 선가 하

위기와 기회의 공존

락 가능성 또한 조선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
다. 철광석 가격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2018년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시

톤당 60~70달러 수준에서 금년 8월 120달러대까

장 침체와 발주량 급감으로 자구노력 이행과 함

지 폭등했다. 국내 철강업계 역시 이러한 비용 급

께 설비 축소 또는 가동 중단, 기존 직원의 순환

등과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휴직, 휴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련인

실적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조선업계는 수주절벽

력 유출이 증가하고 조선소 채용 여건 악화 및 조

으로 인한 물량감소로 실적부진을 넘어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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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상생의 정신으로

로 인해 향후에는 고품질 및 생산효율 극대화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품질 향상 및 생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및 선박

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협력사와

금융 지연으로 연내 신조 발주는 극히 제한적일

원청사와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반 범용 상선(Volume

특히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기자재업계와의

Market)의 발주는 경기 악화로 인해 하반기 이내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지원이 필요하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발주의 60%

다. 지금까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R&D지원 확

내외를 차지하는 범용 상선 시장의 회복 없이는

대, 기술력과 잠재적 성장성이 있는 우수 협력사

시황의 개선이 어렵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모잠비

와 모기업의 기술개발협력을 통한 상호경쟁력 제

크, 러시아 등 LNG 프로젝트와 맞물려 LNG운반

고,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과 함께 실증사업

선 위주로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LNG

을 중심으로 기자재업체의 Track Record를 확보

운반선 마켓 리더인 우리나라에는 희소식이나 중

해야 한다.

국의 추격 또한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선박 제품의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라 빅데

중국 후동중화조선은 지난 5월 카타르페트롤리

이터 기반의 플랫폼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필

엄(QP)과 LNG선 16척(옵션 포함)에 대한 건조

요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슬롯 예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QP의

관점에서 국내 조선 및 기자재산업은 가스운반선

슬롯 예약물량 전량을 독식할 것이라는 예상이 깨

이나 해양제품(High-end Market)을 통한 초격

지며 중국의 약진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다. 하

차 전략과 전통적인 범용상선(Volume Market)

지만 이후 조선 3사가 대규모의 슬롯 계약(6.1일)

의 시장확대를 통한 수성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을 체결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발주시점, 척수 및

할 것이다.

선가 등이 미정인 슬롯 계약이란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나 이번 계약이 의미 있는 일감을 확보한다

생태계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다. 또
한 LNG운반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고부가가

코로나 재확산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조

치 선박(High-end Market) 분야 경쟁력을 입증

선업계는 수주절벽에 의한 매출감소 및 유동성 리

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스크에 대비한 운전자금 확보와 공공발주 등을 포

호황기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

함한 내수 확대가 절실하다. 동시에 시황 회복기

기에 조선소들은 크고 작은 착오가 있었으나 대체

적정 인력 유지를 위한 고용지원 정책과 함께 국

로 납기를 준수하는 데 생산 역량을 집중해 왔다.

내 선화주 상생협력을 통한 낙수효과로 중형조선,

그러나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일본의 탄탄한 내수

기자재업계 등 산업 생태계를 유지시켜야 하는 과

시장 및 싱가포르 등의 저임금 노동자 유입 등으

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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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로나19 대응 조선업계 간담회 및 발전협의회 성과보고회(4.27)

지금까지 정부는 조선업계의 수주급감에 따른

발주량은 812만 CGT로, 발주절벽이었던 2009

유동성 관련 문제해결에 집중하였으며, 주요 기자

년(1,754만 CGT), 2016년(1,378만 CGT)에 이

재/블록 등의 물류 통관 및 해외 엔지니어 출입국

어 발주량 하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선업계의 정상적인 생

주처의 자금 압박 증가에 따라 선박 인수연기/거

산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주 감소,

대상 업종의 추가 지정과 함께 협력업체 자금지

조선업에 대한 여신 축소, 선주사에 대한 선박금

원을 위한 기간산업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프로

융 위축 및 인도 연기 등이 장기화될 경우 수주를

그램도 도입하였다. 관공선 등의 조기발주를 통

기점으로 매출 및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수주산

한 중소형 조선/기자재 업계 지원방안과 함께 고

업 특성으로 내년 이후 유동성 위기가 가중될 것

용유지지원금(기업)을 통한 고용수준 유지 정책이

으로 보인다.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최근 선박건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하지만 하반기 발주부진 지속 시 수주절벽 재도

겪고 있는 선주사(발주처) 금융지원 확대도 중요

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데 8월말 기준 전 세계

하다. 특히 OECD 선박수출신용양해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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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60∼70%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의 확대와 함

대형조선소와 달리 범용상선 발주 부진은 중형

께 국내 민간금융의 적극적 선박금융시장 참여도

조선 및 기자재업체 동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필요하다. 건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형조선

높다. 실제 8월말 기준, 국내 중형조선 수주실적

사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하락이 불가피

은 전년동기 대비 급감(26척→16척)하였으며 기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분한 건조경험과 글로

자재업계는 범용상선 발주 부진에 따른 수주 척

벌 경쟁력을 갖춘 중형조선소의 일시적 금융위기

수 급감과 고기술 선박의 낮은 국산기자재 탑재율

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

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수주부진 지

하고 기술인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속 가능성 및 유동성 리스크 확대로 산업 내 고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제한(서비스

인력 유지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고용안정망 구

엔지니어, 선주 감독 등)으로 선박 품질 검사, 시

축 및 강화가 절실하다. 주52시간제 제도개선으

운전 공정 등 상호 현장 확인 후 후속 조치를 중심

로 향후 업황회복기 대비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

으로 한 생산차질 발생 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통한 내국인 기피직종

대면접촉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기술 인프라 및 관

분야 인력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리능력이 부족한 중소형 조선소 중심으로 공정관

최근 선박제품의 패러다임은 국제 안전 및 환경

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 공정 플랫폼 구

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스마트화로 급속히 전

축 등 비대면 기술 적용 확대 지원, 선박 건조 공

환되고 있다.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디지

정 활용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개발 지원(용접 품

털화(Digitization)를 화두로 First Mover로서의

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 용접 공정관리 시스템 개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센서, IoT 등을 통한 빅데

발 등 지원), 조선분야 비대면 선박검사 진행 및

이터를 산업수요에 접목할 인공지능 기술 등 IT

인증을 위한 국제규정의 유연한 적용도 필요한 시

융합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제

점이다.

조를 통한 생산방식 혁신, 친환경 선박 개발 등 공

정부의 노후 관공선 조기 폐선 후, 친환경 선박

격적인 R&D 추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발주 및 기자재 구매지원을 통한 중소형 조선 및

경쟁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선도 전략 및 정책을

기자재 업계 일감확보 지원도 중요하다. 나아가

마련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

아울러, 국내 조선해양산업 생태계 재건 및 미

률」(20.1월) 시행에 따른 국내 선사의 발주 촉진

래발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

및 친환경스마트기술의 국산화 적용 확대도 필요

협회 주관의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가 지난

하다. 특히 글로벌 가스수요 증가를 기회로 조선

2019년부터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

업계 내수확대를 위한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대형

출된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차질

화주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화주 상생

없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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