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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에너지 수요가 상승하고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해

양플랜트 사업은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선사업과는 

달리 제품이 표준화돼 있지 않으며, 환경·안전 등에 대한 요

구수준이 높고 자원개발 사업과 연계돼 수행되기 때문에 부가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 사

업 등 전방사업 뿐만 아니라 기계·전기전자·조선 등 후방산

업 파급효과도 매우 큰 이점이 있어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

는 추세다. 심해저 에너지자원 확보에 국운을 거는 국가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일 것이다. David 

Pinder(2001)[2]은 해양 석유·가스 유전이 북미와 유럽은 물

론 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발견 유전의 90%가 해양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현재 부유식 석유·가스 생산설비

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이중 FPSO는 가장 선호하는 해양 

구조물 형태이다. 단순히 FPSO를 건조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선박을 변형시키거나, 자원채굴이 완료된 지역의 FPSO와 같

은 생산설비를 대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1.  2012년 4월 현재 입찰 
또는 계획 단계의 부유식 생산설비[1]

2011년 IMA(International Maritime Association)의 자료에 

의하면, 251척의 부유식 생산설비(Floating Production 

Systems)가 운영 되고 있으며, 이중 FPSO가 차지하는 비율

은 64%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그림 1에서 나타낸 

봐와 같이, 2012년 4월 현재 세계적으로 216개의 부유식 생산

설비가 입찰 또는 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FPSO가 여러 유형의 해양플랜트 부유물 중에서 가장 각광

받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경제성 - 기존의 선박을 개조(Conversion)하여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동성 - 선박 유형 및 Turret 과 같은 계류 장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적응성 -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수심 30m에서부터 3,000m 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공간성 - 공간이 넓어서 각 모듈의 배치가 용이하고, 전반적

인 하중 및 국부적인 하중에 견디는 능력이 우수

하다.

·저장성 - 육상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설치를 하지 않아

도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셔틀

탱커 등의 운용이 용이하다.

위와 같은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FPSO를 생산설비로 

선정을 할 때에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항들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부가적인 해상 장비와 운용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

교적 높다.

·Turret과 같은 계류 시설 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채굴장비

의 운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두 장비가 같이 운용된 실적이 

없다.

·Turret을 운용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Riser의 개수 및 크기

가 결정되어진다.

·Sub-sea tree 및 유연관(Flexible riser)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장치들을 이용하는 비용이 비교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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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러 특성 가운데 FPSO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선

박을 이용하여 새로이 건조 할 수 있는 점과 이동이 용이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최신 기술이 계속적으로 도입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적인 확장도 상당히 광범위 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해양구조물의 대표 격인 

FPSO의 특성을 기술 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다양한 

수행 절차 및 FPSO 장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기술 하도록 

한다.

2. FPSO의 설비 및 기술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s)

란 부유식 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의 약자이다. 대부분 선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해상 위에서 석유 및 가스를 뽑아낸 후

에, 생산설비를 이용하여서 특수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되어

진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해 낸다. 선박에는 셔틀탱커와 같은 선

박을 위한 하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품화된 석유 및 가

스를 이송할 수 있다.  FPSO의 일반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원유의 저장, 생산 공정 및 하역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공정 및 하역을 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한다.

·FPSO의 운용인력에게 적절한 거주구역 및 시설을 제공

한다.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생산 시설을 제

공한다.

·생산 설비의 안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시설을 제공

한다.

그림 2.  FPSO의 주요 요소

앞에 열거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FPSO의 주요 구성 요

소는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

·선체와 선박 설비(보일러, 추진시설, 평형수 처리 장치)

·거주시설 및 헬리콥터 착륙장(Helideck)

·계류시설 및 라이저

·Turret장치

·전력 공급 장치, 생산설비

2.1 FPSO의 생산설비

각 주요 요소 중 FPSO의 생산설비는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석유/가스/물

을 각각 분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 과정은 그림 

3와 같이 간단히 설명 할 수 있다. 즉, 유정(Well Head)에서 

흘러온 원유는 우선 성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Test Separator

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원유의 성상을 파악하여, 원

유 생산 기간 파악 할 수 있고 공정 관리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est Separator 및 1단 Separator를 통한 분리 과정 

후 공정과정은 크게 가스 분류 과정과 원유의 제품화 과정으

로 분리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est Separator는 실제 공정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1단/2단 Separator를 이용

하여서 대부분의 원유 분류가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우선 원유는 두 개의 분리기를 통해서 물과 제품 원

유로 분류되어진다. 다음으로는 Coalescer를 통해서 중층대

에 있는 함유 폐수의 기름을 회수 하고 냉각기를 통해서 냉각

된 후에 저장 탱크로 이송된다. 

가스의 경우에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수분, 이산화탄소, 

및 황 화합물을 제거한 후에 이송된다. 이때, 일부는 FPSO 내

의 전력 생산을 위한 가스 터빈에 사용된다. 

공정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과정 중에는 고온 고압의 

유체 및 기체가 관로내로 흐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

성이 높다.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모듈을 

다음에서 언급하는 원칙을 가지고 배치하여야 한다.

·높은 압력의 탄소산화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거주구역과 최

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중간 압력 및 낮은 압력의 탄소산화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거주구역과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각종 탈출 설비와 거주구역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은 

거주구역과 최단거리에 있어야 한다.

·각종 모듈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및 제어 장치는 거주구역

과 최단거리에 있어야 한다.

·전력공급을 위한 가스터빈 시설은 제어 장치 주변에 있어야 

하나, 거주구역과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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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PSO의 일반적인 공정 과정

그림 4.  Topsides Schematic Layout[3]

·가스터빈 시설의 배기가스관은 헬리데크(Helideck) 및 각종 

시설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플레어(Flare) 또한 각종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

야 한다.

·물을 공급하는 시설은 발전기 주변과 인접해야 한다.

FPSO 각종 모듈의 배치는 위의 그림과 같이 배치 할 수 있

고, 이에 따른 위험도 분석 및 화재/폭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2.2 계류시설 및 거주구역 배치

FPSO의 계류시설을 선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

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요 해상 조건

  - 수심

  - 해상 상태

  - 조류 및 바람의 방향

·요구되는 생산 설비 및 하역 설비

·Riser 및 유정의 개수, 요구되는 전력

·경제성(초기 투자비용 대비 운용 시간)

·구조적인 피로강도

최적의 계류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은 전체 설계에 지대한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선택 과정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신뢰할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계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Turret Mooring system(반영구적)

·Soft Yoke Mooring System(영구적)

·Dynamic Positioning (분리가능)

·Spread Mooring(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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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Fwd Aft

Visibility for incident management during 
fires etc

Good Bad

Risk of green-water impact on 
accommodation

Bad Good

Machinery noise in accommodation Good Bad

Hazards during escape by sea Bad Good

Ease of turret location for passive 
weathervaning

Bad Good

Motions at accommodation and helideck Bad Good

Impairment of the helideck during process 
area or turret fire

Good Bad

Sustainability of the TR during process 
area or turret fire

Good Bad

Release of toxic gases e.g. H2S Good Bad

New Build Conversion
Design flexibility Fixed hull configuration

Wider range of configuration 
options

Unknowns with respect to
Start point/condition
Upgrade requirements 
(structure and systems)
Compliance requirements

Material selection options Scope definition will be high 
risk

Clear compliance 
requirements Shorter procurement cycle

Incorporate structural 
enhancements /integration Lower cost (purchase hull)

Optimisation of marine 
systems

Dominates supply side in 
terms of numbers

Pre-planned interface 
systems Steel quality/grade e.g. HTS

Enhancements for access, 
inspection & maintenance

Longer procurement 
(design/build cycle)

Relatively high cost

Table 1  FPSO의 거주구역 위치에 따른 장단점[3]

Table 2  FPSO의 기본 건조(신조 및 개조) 시 선택사항

FPSO는 다른 부유식 해양 구조물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의 

계류 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 및 매장량에 따라

서 계류 장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근래에 가장 각광받는 계류 

장치는 Turret형 계류 장치이다. 비상시 또는 상업적 매장량이 

고갈 되었을 때에 분리가 가능한 Turret형 계류 장치는 생산

용 라이저와 같이 연동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복합형 구조로서, 

FPSO의 이동성을 높인다.

초기 설계 시, 계류 장치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거주구역의 위치이다. 거주구역의 위치에 따라서 

FPSO 상부구조 배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각 

배치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거주구역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

다. 각 거주구역 위치에 따른 장단점은 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FPSO의 설계 요약 및 특성

근래의 FPSO 설계 방식은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해 왔다. 

이는 브라질과 서아프리카의 유정 개발이 2000년 초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두 지역의 특성상 새로운 개

념의 FPSO의 설계 및 개조 개념이 도입 되었다. 즉, FPSO는 

이동수단이라기 보다는 저장수단에 더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선박 모양의 FPSO 보다는 Barge 형태의 FPSO가 두 지역에

서 각광을 받고 있다. 

선박의 형태 및 개념 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기능적인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정확한 유정의 자료 및 프

로젝트의 목적이 명시돼야 한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하여서, 

초기 FPSO 설계 시에는 새로이 건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

존의 선박을 이용해서 개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야 하는데, 각 선택사항에 대해서 표 2와 같은 각 특성을 고려

해야 한다.

초기의 FPSO의 형태 및 크기는 유정의 생산성, 전체 공정

과정, 각 모듈의 기능 및 크기, 각 기자재의 목록, 하역 장비

의 배치등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 설계의 사항들을 토대로 결

정 한다. 이렇게 대략적인 선박의 형태 및 크기가 결정된 후 

설계조건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후 계속적인 설계 수정을 거

친 후 상세설계를 완료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5와 

같이 Design Spiral 이라고 부르며 총 3단계에서 4단계로 이

루어져 있고,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의 단계의 사이

클을 순환 시켜서 최종 설계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FPSO의 기본적인 Design Spiral의 각 단계는 아래와 같다.

·Lay-out: FPSO의 기본 형태에 대한 고려

·Functional Specification: FPSO의 기능 및 상세 사항에   

  대한 자료 분석

·Hull lines: 선형 분석 

·Hull subdivision: 선체 내부 구조 및 화물창 분석

·Stability: 유체학적 안정도

·Hydrodynamic analysis: 선형 모델링 및 수치해석을 통   

  한 동적 분석

·Global Strength: 선체 강도에 대한 조사

·Marine systems: 기관 장비, 전력 공급 장치 및 기관 작   

  업 수행과 관련 된 장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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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PSO의 Design Spiral

그림 6.  프로젝트의 단계별 수행 절차

4. 프로젝트 수행 절차

4.1 초기 수행 절차

FPSO 프로젝트는 크게 전략 개발, 각 프로세스의 단계에 

대한 명확한 수행방법의 결정 후 결정된 전략에 대한 적용 단

계로 이루어진다.

i) 우선은,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기회, 가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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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PSO 프로젝트의 수행방식에 따른 선택사항

사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분석 한다. 예를 들어 기대효과가 높

은 편이기는 하나, 수행 중에 위험도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높

고 이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ii)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프로젝

트의 특성에 맞추어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선

택하고 난 후에는 다른 방법들이 왜 선택되지 않았는가에 대

해서도 최종 분석해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 방법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에는 이 수행

방법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

행범위, 수행내용, 비용 및 스케줄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최

종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투자가 결정되어지면 계약된 수행범위 및 비용과 스케줄에 

맞추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프로젝트 수행완료 후에 운영자

에게 수행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이 단계는 완료된다.

iii) 마지막으로 FPSO의 운영 단계에서는 투자자에게 최대

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한 최적운전을 수행한다.

FPSO 개발프로젝트는 화재와 폭발 때문에 위험도가 선박 

건조 프로젝트에 비해서 높고,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해내는 지

역마다 건조 사양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때문에,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과 수행범위가 정해져야 하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명확

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프로젝트 수행의 권한을 지닌 주체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장비와 기능을 가진 FPSO를 건조하는

데 주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그림 6)

각 단계별 과제를 수행 할 때에 모든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

하고 정치적, 사회적인 현재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넓게 고려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주요 사항을 고려할 때에는 지역적, 

국가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4.2 단계별 수행 절차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개념 및 기본설계, 상세설계, 설

치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단계별로 기술적, 정치적, 상

업적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고려된

다. 예를 들어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고, 개발 지역의 유정

(Well) 수명이 짧은 경우에는 새로이 FPSO를 건조하기 보다

는 임대/개조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수행 방법을 결정 하게 

된다. 임대 방식은 직접 FPSO를 건조하는 방식 보다는 30% 

정도 비용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원유선박을 FPSO로 개조

하는 비용은 상부구조 비용만 건조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금

을 절약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방식이 결정된 후에는 그에 따른 하청 업체

와의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 단계를 수행 할 때에는 6하 원

칙에 따라서 여러 업체의 특성 분석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기업을 선정 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프로젝트의 수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건조 방식 선택사항 (Facility Options)

  -신조 / 개조

  -선체 디자인 / 기존 탱커선박 개조

  -선형 설계

  -기존 운용중인 시설을 재배치

·상업적인 선택사항 (Commercial Options)

  -소유 (Owing)

       Turnkey (EPC)

분리 계약 (Segmented Contract)

EPCM arrangements[4]

  -임대(Lease)

운영 및 정비 (Operated and Maintained)

나용선 (Bare Boat)

각 단계별 수행 방식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회사의 재정

적, 경험적 측면에 의해서 달라진다. 

일반 선박건조와는 다르게 FPSO 프로젝트의 수행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대략 FPSO 한척당 10억에서 30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 소모된다. 예를 들면 2007년에 건조된 

Pazflor(200,000bbl/d)는 23억 달러의 프로젝트 비용이 들었

다.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FLNG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프로젝트 비용이 소모되는데, 척당 50억 ~ 100억 달러의 비

용이 소모된다고 보면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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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개조 후 구입방식에 의한 프로젝트 수행방식

가장 일반적인 FPSO 프로젝트의 수행 방법은 건조/개조 

후 구입 방식이다. 유정의 특성 및 각각의 정치적, 환경적인 

여건에 맞는 FPSO를 프로젝트 수행자에 요구 조건에 가장 알

맞게 건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 중인 각 부분별 

Offshore 최신 기술을 도입 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선형 및 

모듈 형태를 갖출 수 있다. 다만, 유정의 수명이 15년 이하 라

면, 건조 비용 보다 이윤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임대 및 

기존 선박의 재배치와 같은 다른 방법들을 프로젝트에 도입해

야 한다. 

건조/개조 후 구입 방식에 의한 프로젝트 수행방식은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FEED 단계에서 EPC/FEED 계약자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된다. 

그림 8.  건조/개조 후 구입 방식에 따른 계약 배치도

그림 9.  건조/개조 후 구입 방식에 따른 계약 구성도

우선, 선체 건조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FEED/EPC 계약자

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조선소가 가장 알맞은 장소이다. 

TMS(Turret mooring & swivel system) 및 FPSO의 Topside 

제작 위한 EPC 계약자는 FEED 단계 후에 결정하게 되는데, 

유럽 및 미국 회사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조

선소에서 조립하여 프로젝트 수행자에게 공급하게 하게 되고, 

각 단계별 EPC 계약자는 전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설

계, 건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에 따라서 완전히 건조된 FPSO는 시운전을 거쳐서 프

로젝트 수행자에게 인도된다. 인도된 FPSO는 프로젝트 수행

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운영/유지/보수 된다. 

임대/운영에 따른 방식의 프로젝트 수행방식

석유 및 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심해저의 유전 개발 

비용 대비해서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심해저 개발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그림 10.  임대/운영 방식에 따른 계약 배치도

그림 11.  임대/운영 방식에 따른 계약 구성도

Offshore 개발에 따른 석유 공급량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30%가 육박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한 Offshore 개발에 FPSO 임대 전략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데, 계약에 따른 초기 개발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경제적인 계약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FPSO의 임대는 유정의 매장량이 대략 5년에서 

10년정도 예상이 될 때에 계약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정이 15년 이상이 되어야만 건조 비용에 따른 이

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계약이 끝난 후에 생

산성에 따른 연간 계약을 통해서 투자비용에 대한 불필요한 

생산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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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된 FPSO은 다시 재계약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

며, 값싼 가격에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어서 석유 및 가스를 

생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eekay의 Petrojarl1과 Bulewater

의 GlasDowr는 재배치되어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

임대/운영에 따른 방식의 프로젝트는 EPC 계약자에 대해

서 전적으로 FPSO 임대 계약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 초

기의 FEED 설계 당시에 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정확

하게 정의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FEED 계약을 진행한다. 프

로젝트 수행자는 FPSO가 완성 된 후에 운영/유지/보수에 대

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

한 EPC 계약자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사항과 실제 운

용 조건이 상이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서 초기 운용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고 초기 수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길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는 사업인 FPSO 프로젝트는 초심자

가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위에 열

거한 여러 수행방식을 각 수행 주체의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수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3 상업적인 고찰

FPSO 프로젝트의 수행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12에서 보는 

봐와 같이 임대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임대 

방식은 세계적인 Offshore 운영회사인 SBM에서 시작하였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또한 그림에 보이듯이 전 

세계적으로 FPSO 운영은 4개의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운영 비율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FPSO

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림 12.  FPSO 계약 추세[6]

한편, 세계 조선시장의 경우 발주기준 2007년을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산업 

자체의 경기하강 압력과 외부충격이 중첩되면서 급격히 침체, 

이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정체를 보이고 있다.(그림 

13).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소는 현재 해양 구조물 건조에 더

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13. 세계 조선시장 현황과 변화 추이
(자료: Lloyd’s, Clarkson 등 참조)

현재 Nexus 와 BP Skarv.에서는 완성된 Topside 구조물

을 조립만 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선박 건조 기술 및 공정 기

술을 토대로 현재 자국 정부와 협력하여 Topside 기술 및 

TMS 기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PSO는 해양구조물의 특성상 현재까지는 정확한 시장을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부분의 공

급자는 대형 운영업체의 합병된 업체이거나 유정 개발 관련 

지역의 특정 회사이다. 이러한 사항을 잘 인지하고 초기 프로

젝트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구축하여, 대략적인 업

무 로드맵 작성이 중요하다.

5. 결 론

전체적인 FPSO 프로젝트는 일반 선박 프로젝트와는 다르

게 환경적, 정치적, 상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같은 구역에 석유/가스 채굴을 위한 프로젝트를 승인 받은 기

업들은 각각의 기술력, 재정상태, 채굴구역의 정치적인 영향

력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초기 개념설계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

로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가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다음 아래와 같

이 정리 할 수 있다.

① 명확한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② 명확한 수행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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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기간별 계약 전략 개발

④ 시장 기반에 따른 기회 창출, 제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는 전략 개발

  ·경쟁 업체 분석

  ·경험적인 지식 분석

  ·적절한 시설 및 업체 분석

  ·현재 사용 가능한 자산 분석

⑤ 위험 감지를 할 수 있는 전략 개발

위와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면서, 각 단계별 세부 계획도 같

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재 프로젝

트 운영 단계에서의 자료 축적도 하여야 한다.  재정위기가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에 장애를 주고는 있지만, 여

러 가지 수행 전략 개발을 통한 재정 확보 및 사업 확대는 증

가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3대 조선소가 Drillship이나 FPSO 건조 분

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Engineering, 기자재, 설

치 등의 기술은 외국의 전문업체의 의존하는 등, 해양플랜트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조 이

외에 해양플랜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

업의 육성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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