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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조선해양산업의 기술로드맵 개요

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 추진 배경

□ 지식경제부는 ’08년부터 시장·산업 예측에
기반하여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
○ 산업원천기술개발 : 1조 6,469억원(’09) →

1조 7,646억원(’10)

○ R&D예산 중 14대 산업원천 분야 비중 :

41.6%(’09) → 41.5%(’10)

□ 승자독식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모방 단계를 벗어나 ‘Rule Maker’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선제적 R&D 전략
수립이 절실
○ 신기술 융합화, 고령화 진전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세계시장을장악할산업원천기술로드맵수립

○ 지식경제부 R&D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명확한 투자전략 및 방향 설계

□ 산학연공동의비전을제시하여기술혁신주체간
연계성을강화하고『산업별기술혁신체제 (SIS,

Sectoral Innovation System)』구축을촉진

강강성성룡룡,, 임임병병혁혁,, 민민남남기기,, 지지 규규,, 반반상상아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특 집

◈ 산업원천기술은 불불확확실실성성이 높은 반면, 새로운 주력산업의 개척·견인 등 향향력력이 매우 커서 국국가가차차원원의의 공공격격적적
R&D투투자자 확확대대가가 필필요요

☞ 원천기술개발은 기기술술적적··시시장장적적 위위험험을 동시에 가지며, 미국 등 선선진진국국은은 원원천천기기술술개개발발의의 리리스스크크 경경감감을을 위위한한
지지원원 강강화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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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특성이 반 된 산업원천기술로드맵을
토대로 산학연관의 혁신 주체들간 지식의
창출·흐름·활용을 활성화시켜 기술혁신을
가속화

(2) 2010년 사업 개요

□ 주요내용 (’10. 1 ~ ’10. 6 (6개월))

○ 기 수립한 ‘2009 산업원천기술로드맵’

결과를검토하여신규유망원천기술분야를
추가 발굴·보완하여 추진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정합성 강화를
위해로드맵을통해제시된우선추진기술의



- 특허분석 전문기관(특허청) 참여하에
특허동향 분석을 실시
* 韓, 美, 日, EU 특허 중 ’05~’09년
출원특허를 기준으로 조사 예정

산업비전 및 전략
○ 환경분석 및 산업동향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여
국내외 현안을 파악하고 요소별 시사점을
도출

○ 대내외여건분석을통해달성가능한단계별
목표(’14, ’19년)를구체화하고, 이를통해달성
가능한 산업별 비전을 수립

- 비전 달성을 위한 산업별 목표수준을
시장점유율, 기술수준,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정량화 지표로 제시
* ’09년도 산업원천기술로드맵에 제시된
산업별 비전에 기초하여 작성

- 유망산업 역중국가차원에서육성해야할
Top Brand를선정하고이를실현가능한미래
상으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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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분말부품 국내생산액
(공구협동조합, 통계청, 자체조사 ′07)]

[마그네슘 관련 기술 개발 동향]

[섬유산업의 SWOT 분석 및 당면현안 분석 사례(′06년 산업기술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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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의 Top Brand 선정 및 미래상 제시 사례]



산업화 전략
○ Top Brand별 ‘Value chain’분석을 통한 시
장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
로 원천기술개발 역을 발굴
- Top Brand별 전후방 산업(소재/완제품

/서비스)간의 연계분석을 통해 국내산업의
포지션현황을분석하고기술수준을고려한
단계별 중점개발 역을 파악

기술로드맵 수립
○ 선정된 Top Brand별 기본기능을 규명하고,

원리에근거한기술전개를실시하여핵심원
천기술 후보군을 도출

- ’09년도 통합기술청사진에서 제시한 장기
형 기술 List를 검토 후 ’10년 산업원천기
술로드맵 대상기술 선정 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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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에너지/자원 플랜트산업의 Value Chain 분석 사례]

① Top Brand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전개
- 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능별 전개도가능

② 전개된 요소기술을 Grouping하여 핵심원천기술
및 Target 제품(서비스)후보군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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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에너지/자원 플랜트산업의 단계별 산업화 전략 도출 사례]

가치사슬단계 주요내용

시추시스템

(기기회회요요인인)

- 최근 4년간 부유식 시추선의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

- 활발히 진행 중인 심해 자원개발에 필요한 생산설비 수요 전망 밝음

(사사업업화화 전전략략)

- 시추선 시장에서의 지배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시장의 높은 장벽에 대한 진입 계획을 수립

- 단기적으로 단위부품 개발을 통한 관련기자재 국산화 추진

- 장기적으로 신개념/고효율 시추시스템단위로 접근

해저생산시스템

(기기회회요요인인)

- 해저 생산 플랜트 관련 시장의 잠재수요 급증, 연간 80~85억불 정도이며,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부분을 포함할

경우 2012년에는 약 450억불 정도로 예상

(사사업업화화 전전략략)

- 해저 생산 플랜트 설계 기술은 현재 해상 플랜트에서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중공업사들의 경쟁력 유지와 향후

해저생산시스템신규사업진출을통한지속적인성장동력확보를위한원천기반기술확보차원에서접근필요

URF시스템

(기기회회요요인인)

- 생산설비에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사업

- 부유식해상생산설비에서강점을가진국내조선사가해상생산설비제작사업과연계해서수주가능한고부가가치의

아주 매력적인 사업분야임.

(사사업업화화 전전략략)

- 해상생산시스템의 sub-system인URF 시스템설계/해석기술확보를통한해상생산시스템EPCI 능력확대개념의

초기접근

- Riser 설계/해석기술, pipeline 설치기술 등 단위 요소 기술별로 단계적 접근

- Riser, flowline 등 URF 기자재 국산화 전략과 병행

해상생산시스템

(기기회회요요인인)

- 최근 4년이상 이어지고 있는 100%에 가까운 시추선 가동률은 향후 부유식 생산설비의 수요증대로 이어질 전망

- 2008년하반기금융위기에도불구, 세계적인에너지수요증가추세에따라유가하락침체가장기화할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사사업업화화 전전략략)

- 원천기술 연구 및 대규모 시험설비 인프라 지원을 통한 해양구조물 EPCI 엔지니어링 기술 자립화 추진

- RV, FSRU, LNG-FPSO 등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Top-side 엔지니어링 기술 자립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 기자재 국산화 기반 구축 및 설치기술 자립화 추진 병행

○ 기술트리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기술 후보군을 대상으로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원천기술 선별

선정기준

핵심원천기술
후보군

기술
경쟁
우위

Break
Through

시장
임팩트

안전성
편의성

기후
변화
대응

표준
특허
연계

기술 A ● ● ● ● ●

기술 B ◑ ● ●

기술 C ● ◑ ●

… ◑ ●

기술 H



12 ●●● 대한조선학회지

조선해양산업의 기술로드맵 개요특 집 _ 

[ 금속소재산업(Green Process) 산업원천기술로드맵 작성 사례 ]



기반연계전략
○ 선정된 산업원천기술 중 표준화 및 특허와

연계한 R&D전략이 요구되는 기술의
추진방안을 제시

2. 조선해양산업의 정의

□ 각종 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 기자재의 연
구개발 및 설계, 생산을 위한 지식기반형 복
합 엔지니어링 산업
○ 해운업에서사용되는상선은화물의종류와

특성에 따라 유조선, 컨테이너선, 산적화물
선,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차량운반선,

여객선 등으로 구분
○ 해양개발 및 자원생산에 사용되는 선박 및

시스템은탐사선, 해저작업선, 석유시추선, 부
유식혹은고정식의석유·가스생산시스템
(FPSO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SRU : Floating Storage & Re-

gasification Unit, Platform, TLP : Tension Leg

Platform), Spar) 등이있음
○ 이 밖에 해양레저에 사용되는 레저보트, 수

산업을위한각종어선, 극지를운항하는빙
해선박및군용으로사용되는각종함정, 잠
수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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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천기술명 검토결과 연계추진전략

친환경

바이오매스

이용 CO2

저장기술

유망분야임에
도 불구하고
국내의지재권
출원은저조한
실정

R&D추진시 향후 지재권
종속 및 국제분쟁 해소를
위해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연계전략 수립이
요구됨

배 발전

시스템 설계

및 소재

제조기술

최근 국내 특
허출원이증가
추세에 있으
나, 선진국의
원천특허 기
확보로 특허
장벽이높음

R&D추진에 있어 제조
기술 및 성능지표와 관련
하여해외기업의기술선점
이높은분야로면 한선
행특허 분석을 통한 회피
설계가 반드시 요구됨

조류,

조력발전용

고내식강

제조기술

일본 등 해외
선진국 특허
보유로 특허
장벽이높음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기술
도입 및 공동개발 추진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조선해양분야의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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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종 선박에 탑재되는 동력·추진장
치및보조기계장치, 항해통신장비, 계선·
하역장비, 거주·안전설비 등 선박용 의장
품류의 설계 및 제조도 포함됨

□ 조선해양산업은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크
고기술적파급효과가클뿐만아니라기술인
력, 기능인력 등 각종 분야의 전문인력이 요
구되는 고용 창출형 산업
○ 종합조립산업으로해운업, 수산업등전방

산업 뿐 아니라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
학등후방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매우큼

○ 설계, 생산 및 관리기술 외에 첨단 IT기술
의적용이필수적인산업으로, 선박의건조
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대형 구조물의 제작
상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규
모의 기능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임

○ 선대, 도크, 크레인등대형설비가필수적이
므로 막대한 설비자금과 장기간의 선박건
조에소요되는운 자금이뒷받침되어야하
는 자본 집약적 산업임

○ 선박은 사업 목적 및 운항 경로에 따라 적
합한 선형개발이 필요하고, 거친 해상에서
의 안전 운항, 화재 및 비상탈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 구비 등에 있어 국제 표

준및각종국제기구의기준을적용해야하
는 산업임

○ 선주의 발주에 의해 선박을 건조하는 주문
생산방식의산업이며, 수출선건조시높은
외화가득 효과를 가짐

- 조선해양산업은 항로, 적재화물 및 선주의
요구에따라선종과선형이달라지기때문
에 양산체제가 불가능하고 선주의 개별적
인 발주에 의한 주문생산이 이뤄짐

○ 선박의 가격이 대체로 고가이기 때문에 수
출선 건조 시 수출기여도 및 외화가득률이
높아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 국내조선해양산업의수출비율은95%를상
회하고 있으며, ’05년 기준 무역수지 흑자
는약 158억달러로우리나라전체무역수
지흑자 (통관기준) 232억달러의 68.1%에
이르고 있음

3. 조선해양산업의 기술로드맵 작성범위

□ 차세대 선박
○ 차세대 선박이란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조

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주력제품이 될 수 있
는 선박으로서 초호화 크루즈선, CNG운반
선, CO2 운반선 등이 해당

- 크루즈산업은전세계레저산업가운데연
간 8%대의가장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
으며, 크루즈선 시장은 향후 연간 20여 척
정도 발주될 전망이며 척당 가격도 12만
GT급 기준, 약 8억불 수준으로 선가 또한
꾸준히 상승

- CNG운반선은 천연가스를 -29℃에서
125Bar로압축한대형실린더를탑재하여운
반하는것으로 1,000마일이내의단거리운
송에 적합
* 1990년대 후반 CNG운반선의 기본적

조선해양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2005.

<전방산업>

해운산업

수 산 업

방위산업

레저산업

<후방산업>

기계산업

철강산업

전자산업

전기공업

화학공업

가 구 업

비철금속

조선해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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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최근 상
용화를 위한 시험선 건조가 진행 중이
며 중소형 GAS전의 경제성 확보와 더
불어 2010년이후본격적인제품의시장
출현이예상

□ 고부가가치 선박
○ 고부가가치선박군은현재세계조선해양시

장의 주된 판매선종으로서 수주 경쟁이 치
열하기때문에기술개발및설비개선을통
한 차세대 선형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수주 경쟁력과 부
가가치를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선박해양
제품군

- 일본, 유럽 등 과거 조선해운 선진국이 핵
심기자재및기반기술을특허혹은노하우
로보호하고있고지속적으로향후소요기
술에대한선도적개발을통한기술지배력
유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들
이 주력 제품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확대
발전하는 데에는 기술적 장벽이 높음

- 아울러 중국 등의 후발 조선국으로부터 기
술모방과 저렴한 인건비로 지속적으로 도
전을당하고있어, 국내조선소가현재의시
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타 산업분야와
의 기술 융합을 통한 선박해양제품의 시스
템기능고도화, 생산설비의자동화, 그리고
고가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 노력이 필요

□ 해양에너지/자원 플랜트
○ 세계적으로에너지와자원의수요증가와가

격급등이 최근에 더욱 뚜렷이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해양구조물의 수요와 가격도 동
반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후에도 지
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해양구조물은 형태에 따라 크게 고정식과

부유식, 유연식 그리고 기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심해에적용이가능한부유식과유
연식을 중심으로 수요의 급증과 기술개발
의집중이이루어지고있으며, 북극해를대
상으로 한 극지방 자원개발 움직임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히 진행

- 이외에도 해상공장, 해상공항, 부유식 인공
섬등Mega Float(또는VLFS;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로 지칭되는 초대형 해양구조물과
해저·해중 도시 등과 같은 해양레저를 위
한시설군들이기타로분류될수있으며, 시
설 및 인력구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조선해양산업 가운데서도 해양구조물 분야
는특히설계엔지니어링기술과기자재국산
화가부가가치의핵심을이룸

□ 해양레저선박
○해양레저에 필요한 레저 선박 및 부품 소재

관련산업및관련선박을운용하기위한마
리나등인프라설비관련산업등제반산업
을통칭

- 최근국민소득증가, 주 5일제시행및KTX

운행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
분의고부가가치해양레저장비는수입에의
존하고있고국내공급환경은기술, 생산업
체, 인프라, 마케팅 등 모든 측면에서 열악
한 실정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산업경
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

- 해양레저장비개발에는선박에적용되는조
선공학기술이외에도부품소재기술, 선형
디자인기술, 메커트로닉스 기술, 인테리어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적용 필요하고 외관
과 내부 장식에 미학, 감성공학, 디자인 기
술 등 하이테크 기술이 융합된 복합기술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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