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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언/前言 및 VLFS 사업화 

진출 배경

최근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빈곤과 전쟁의 폐허에서 가

장 빠른 시일 내에 탈출하여 공업화를 이룬 몇 안 되는 나라

이다. 우리는 작은 땅과 얼마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조그마한 

나라임에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 이제는 나머

지 95%의 나라들을 도울 위치에 서 있어 세상에 두각을 나타

내는 '기/氣'가 충천하는 나라와 국민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상/氣像과 슬기를 모아 세계인류를 위한 새 역사를 창조

할 위치에 서 있다. 특히 우리들 조선인들의 노력으로 조선공

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국이 되었음으로 이를 바탕으

로 이제 바로 누구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이 발표는 지금 

이 시각에 우리 조선인들은 VLFS기술을 바탕으로도 새로운 

산업 분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조선공업은 1971년 초 현대조선 육성을 효

시로 성장하여 이미 45년이 되었다. 조선공업은 중진국에 맞

아 우리는 매우 잘 해왔으나 이제는 산업적 흥망주기

(Industrial Life Cycle) 기간도 훨씬 지났고, 인근 큰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성공의 전철을 밟고

자하고 있음으로 변화/變化와 도약/跳躍, 전이/轉移 혹은 점

진적 감소/減少의 선택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으냐

하는 시각이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산업면에서는 

지역적 국제 진출을 고려해 봄직 하고,1) 기술 영역에서는 대

형 과제 등의 도출-시행과2) 타 기술 분야와의 협력, 이른바 

1) 김훈철: 조선산업: 협력과 번영으로, 2015.8.25. 서울대학교 
특수대학원 - 해양정책 최고과정 강의 노트. 내용은 조선
업을 서태평양의 군도국가/群島國家/Archipelago들을 위
시하여 남미 혹은 아프리카 등에 국제협력으로 ‘산업수
출’을 하자는 idea차원의 제의이다. 대 중국경쟁 대응방
안으로 보면 되고, 우리 조선 기술인력의 해외진출을 목
표한다.

2) 김훈철: 한국의 조선산업, 2014.7.21. 서울대학교 특수대학
원 - 해양정책 최고과정 강의 노트 (이 강의는 조선공업 
어디로 가야 하나 등으로 매년 한번씩 2001~2015년까지 
계속함 - 내용은 약 5년 간격으로 바꾸었음.) 여기에는 

'Fusion'일 것이다. 이중 마지막 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VLFS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바다를 공유하는 토목과

의 연계라 볼 수 있을 것이다.3)  

2. VLFS 사업화 진출

조선 분야에서는 긴 인류 역사와 함께 기동성을 기본으

로 접근이 어려운 해양의 제반 환경 조건을 극복해 왔었다. 

토목 분야에서는 땅과 해안가가 곧 우리의 삶터이다. 둘을 섞

어서 VLFS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래도 다소 새로운 분야임을 

감안하여 미개척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배경, 시의성 및 정략

적 위치, 효과 등을 고려하고, VLFS 핵심기술 및 사업화에 평

가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다른 안들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함으

로써 상대적인 중요도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맞추어 공사와 설치 운영을 감안하여 해양 외력과 

환경적 제한 요소들도 특별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4)

대형과제들이 여러 개 열거되어 있음.

3) 타 분야와의 협력은 예로 (1)선박에 원자로를 얹은 
BMNPP: Barge Mounted Nuclear Power Plant를 만들어 
전력과 물을 공급하자는 것으로 참조: 정태영/김훈철, 원
자력기술의 수출산업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중소형 원자
로 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2003.12 및 Kim, Hun Chol, et. al., (2)For an Age of 
High-Speed Mega-Container Carriers across the 
Pacific(영문), 대한조선학회지, 2005 및 김훈철, 해운.항
공.철도 복합터미널용 VLFS 설치 및 초대형-초고속 컨테
이너선단의 운영에 관하여, 2006년 제14회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 Bexco, 2006.11.8.~10. 최근에 약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3)해양-유류 분야에서 FPSO 및 심해저 해양공
학 관련 기술 및 산업, (4)대양에서 온도差 발전 OTEC, 
(5)해운과 물류에 획기적인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ICT와
의 접목 등 많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참조: 대한조선학
회 VLFS 추진위원회, (6)VLFS 실용화 혁신기술, 제주 국
제컨벤션센터(ICC-JeJu), 2015.5.21 등을 참조 - 여기 이 
논의는 제주발표의 연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VLFS 실용화 혁신기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JeJu), 
2015.5.21(op.cit.) 중에 있는 대한조선학회 VLFS추진위원
회 VLFS-전망과 우리의 대응(김훈철 발표)에는 VLFS 
Platform 핵심기술 및 사업화 선정 평가표(안)과 'System 
diagram', 파랑 등 외력, 환경영양 고려사항 등이 표로서 
주어져 있다.

특집

VLFS - 전망과 우리의 대응

김훈철 (대한조선학회 VLFS 추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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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활동 무대를 물 깊이가 얕은 연안에서 점진적으

로 깊은 바다로 확충하여감에 따라 일반적인 매립에 의한 부

지 확충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리가 있는 잔교방식 Platform, 더 

깊은 바다에서는 부유식으로 된 VLFS가 필요하게 되고 수심

이 깊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높은 기술도와 설치 비용을 

필요로 한다.5) 잘 알려진 기름을 채취하는 Oil Drilling Rig의 

경우 거의 60년의 발전 역사를 갖고 있고6) 보편화된 기술임

으로 여기에서는 취급을 제외하지만, 일반적인 VLFS도 변천 

역사는 그대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다만 개념적으로 우리

가 제기하는 VLFS는 더 크고 더 넓은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용도가 광범위하고 아주 오래 써야 하는 등 그에 특유

한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조건에 따라, 특히 

물 깊이에 따라, VLFS Platform 형식을 분류하여 보면 5개 형

식 정도가 되며, 사업이 입안될 경우, 이들 여러 가지 형식들

이 기존의 선박과 함께 현실적 경쟁 대안으로서 검토되는 경

우가 많다.

Fig. 1 물깊이에 따른 VLFS Platform형식 분류

물 깊이에 따른 Platform 형식 분류를 <Fig. 1>로 보인다.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것들은 보통의 선박류와 해저에 아예 

5) 현재까지의 관행과 가격구조로 보아 수심이 35-40m를 넘
는 공사는 기존 토목식 방법으로는 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해변에서 많은 토량을 얻는 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에 자주 부디 친다. 

6) 거의 맨 처음에 개발 사용된 장치는 'Texas Tower-4'라 
명명되었던 대서양 한 복판에 부유식으로 된 미 공군의 
Radar Station으로 폭풍을 맞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유
명한 비운의 장치이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의 Deep 
Sea Ocean Drilling Rig들의 원조가 되었다.

정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 예로 해저 터널, 해저 원자

력 발전소, 해저 유류-가스 저장시설 등은 Fig.에서는 제외되

었다. 이들 약 5개 형식그룹과 여기에 거론되었거나 새로이 

제기하는 10여 가지 VLFS 예들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특

징적으로 이들은 구조물이 매우 커서 어디서도 일체로서 제작

-설치가 안 되어 해상조립을 하거나 조구마한 요소구조물로

서 느슨하게 엮어 띠워 놓거나 해야 되고, 아주 천천히 해류

를 이기는 정도로 조금 움직여지거나, 쉽게 분해 조립이 되지 

않으며, 아주 오래, 예로 100년을 견뎌야 하는 것이라면 어떠

한 금속류도 피로와 부식을 이겨내지 못할 것임으로 처음부처 

사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얕은 해안가에서 

조금 나아가면 깊은 바다임으로, 가장 어려운 핵심기술은 그 

곳의 해양조건하에 VLFS가 안전하게 재료, 강도와 운동요건

을 오래 동안 갖도록 하는 것이 된다. 모든 VLFS 관련 사업은 

획득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기술들의 先 확보를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어디보다도 이 면에서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준

비되어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공항을 

위한 평면적 요구조건이 가장 어렵고, 군용 부유식 이동해상

기지 MOB: Mobile Offshore Base는7) 깊은 바다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에워싸고 있는 방파제와 함께, 느린 속도나마 옮겨 

다닐 수 있어야 함으로 심한 풍랑과 태풍은 물론 ‘위치고수

능력/Station-keeping ability' 혹은 계류시설 등 기술적으로

는 약간 더 까다롭지만, 공학적으로는 풀어야 할 기술가치가 

높다. 그래서 현재의 MOB형 외에,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7) 미 해군이 필요로 한 MOB/부유식 이동해상기지 개발사례
는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겠지만 Aker-Kvarner에서 설계된 
것은 해군이 요구하는 활동해상조건/Operating Sea State, 
손상 안정성/Damaged Stability, 타 선박 수용성
/Accommodating Other Service Vessels 및 가격/Cost 등에 
맞지 않음으로 선정되지 안했다. 그 보다도 원리적으로 Small 
Waterplane Area에 의한 Texas Tower형식의 구조물은 Base
개념에 위배됨을 알아야 한다. 이유를 설명하면, 항공기를 위
해서 Platform을 안정화하면 파동이 있음으로 상대적으로 해
면이 상하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선박들은 
접근이 불가능해 지고 기지의 기능이 마비된다. 반대로, 해양
에서 Platform의 운동을 가능토록 하면 이때의 구조물이 매우 
커서 항공모함의 약 10배가 될 것임으로 항공모함처럼 되거나 
파도처럼 되는 바 공항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MOB는 Sea 
State 4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예로 일반공항은 Sea State 5 
혹은 그 이상에서도 작동을 해야 함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
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취급하는 공항용 VLFS는 정온
해역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미 해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군용 MOB는 우리가 도전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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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와 소파시설에 의한 '정온해역/靜穩海域 유지/Quiet 

zone creation'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풍랑-해류 투과형 

뗏목/Wave & current transparent Raft-like structure' 등이 

새로이 제기된 것이다. 대안으로 제기하는 정온해역은 방파제

로 VLFS를 둘러막음으로써 정온해역을 얻고 그 안에 VLFS를 

두어 공항의 평면적 요구 조건인 강도와 운동의 정도/精度를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이 덤으로, 

VLFS 등에 꼭 필요한 작업 선박들의 묘박해역을 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정온해역 내에서 가능하여 진다. 이러한 부유식 

방파제는 공항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쓰일 곳이 있을 것

이나 부유식 방파제의 설치는 추가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임으로, 그러한 경우에 <Fig. 3>에 보이는 대로 6각형의 뗏

목을 만들어 해상에 띠워 위에 장치들을 둘 수 있고, 이 뗏목

을 잠수식으로 수중 25~50m 이하 깊이에 두는 경우에는 대

개의 풍랑에는 견딜 수 있게 할 수 있다. 인용해 보이는 바람

을 이용하는 해상풍력 발전기, 대양에서 해양목장이나 해양온

도차발전장치/OTEC 같은 장치들은 그러한 예이다. 여러개를 

서로 연결한다면 6각 뗏목으로 구성한 프로틸러/flotilla를 위

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Fig. 4>에 보인다. 

Fig. 2 ‘부유식구조물 VLFS’ Concrete steel hybrid 
modules: MOB proposed by Aker

Fig. 3  ‘정온해역’에 ‘부유식구조물 - VLFS’ 배치 
– 예 - 위의 배치대로 한다면 이 타원형의 

정온해역은 10kmL*5kmB 정도이다

Fig. 4  8개의 파랑-해류 투과형 6각 뗏목으로 
구성하는 flotilla - ‘부유식구조물 VLFS’의 일종

3. VLFS 사업의 특징

앞의 사례조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VLFS를 이용한 

해양공간 이용/개발 사업(약칭 VLFS사업)은 민간과 군을 위

한 해상기지, 해상공항 및 복합물류기지, 해상 에너지 생산 

및 저장시설, 해상 도시건설 등 대체로 사회인프라 구축의 성

격이 크며 따라서 사업규모가 매우 크고 정부나 국제기구의 

승인 등 절차 때문에 개발기간이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다. 

VLFS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핵심기술이 확보

되었음으로, 전반적인 견지에서 이제는 새로이 시스템 설계, 

Infra 생산 및 부품소재 산업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는 토목과 조선을 결합할 수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한두 개의 

조선소를 변환하여 생산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부품소재 또

한 생산시설을 전환 확보하여야 한다. 철구조인 경우에도 내

식성과 해조류에 견디는 소재의 조달이 준비되어야 하고, 

Hybrid형인 경우 경량 방수시멘트의 조달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뗏목을 기지기반으로 활용하는 OTEC, 해양목장, 

CO흡수 장치 같은 것은 국제규모의 사업이나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풍력 발전장치 같은 것은 당장에라도 만들 

수 있다. 공항운용 Infra에서는 ISPS: International Ship and 

Port Safety Codes 와 C+Aegis+Satellite기술 등의 확보가 

중요하고, 해면상승에 따른 VLFS를 이용한 도시건설은 요구

조건이 우선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VLFS형의 장점인 건축기간이 짧은 사실과 초기에 사용자와 

투자자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하여는 공업능력이 우수한 우리

나라 조선소에서 건설한다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사업화

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엔지니어링과 실증사업을 우리나라에

서 미리 거쳐야 함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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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화 전략 및 사업진행  

- 수요 및 자본공급을 찾아서

VLFS는 Infra-Platform을 제공하게 됨으로 그 자체로는 

비용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냐에 따라 선박-항공기-선상시설 등 원래 목적의 사용비가 추

가로 소요된다. 전체적으로 대개 후자의 경우와 Infra를 합하여 

투자, 수입 및 수익성을 밝히게 되고 사업투자 여부 또한 결정

짓게 된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Infra에 추가하여 사용사업에의 

투자 또는 부근에 다른 연관된 성격의 기반을 보완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Infra에는 소요자금의 규모가 크고 

회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야가 되는 경우가 보통임으로 공적자

금으로 투자하거나 최근에는 민자로하여 30년~60년 BOO: 

Build-Own-Operate 혹은 BOOT: Build-Own-Operate- 

Transfer로 하는 경우가 있고, 민자의 경우 사업주체의 연속성

이 있어 효율이 더 나은 것이 보통이다. 잘 아는 Hong Kong

구역 자체가 BOT의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는 국내 국외를 

망라하여 이런 BOT방법을 상정한다. 한국에는 최근 이를 가

능케 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8)

자본과 수요를 논하게 되어 간략하게나마 전반적 경제이

론 문제를 드려다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상식적인 입장이지

만 간단하게 시각을 밝힌다. 2008년을 기점으로 2015년 현재 

자본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에서는 부가 엄청나게 축적되고 있지마는 'Prime mortgage'사

건 같은 것이 터져 빈곤과 실업의 어두운 Fig.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경제 현상이다. 이대로 두면 어려워 질 

것이다. 이에 수정을 가하자는 것이 Oxford대학 출신인 Paul 

Seabright에 의하여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었다. 그의 논조와 

이론은 인류학과 경제역사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Karl Marx 

이론에 반/反하여, 3개의 별도 참여자들 Capital, 

Manufacturing & 'Engineering'이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협조

하고, 'Engineering'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움직

이는 현대 경제사회적인 활동현상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그것

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따라 확충한 것을 아래 

<Fig. 5 경제산업의 4대 영역 Seabright-Kim으로 확충>을 참

조.9)

8) 한국에는 이와 같은 것을 위한 투자대상법률이 있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11.6.9.발효; 개
정법률제10359호」서로 얼굴도 모르는 관계에서 4자

간에 협의 진행이 가능한 체계를 개발해야 함. 

자본과의 연계에 대하여, 해외의 거대 자금은10) 우리 생

산능력 및 경영자/엔지니어들과 엉켜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아직은 우리능력을 고려하면 미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많은 

경우, 특히 중동에서의 경우, 외국 엔지니어링회사들이 일을 

수주하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하청'을 받는 형식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2015년, 세계적으로 볼 때 당분간

은 우리만이 생산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돈을 갖은 자

본 쪽 및 해외 엔지니어링회사 모두가 우리를 찾기 마련이다. 

우리는 미국 돈, 중국 돈 등 외국의 대 자본이 노리는 생산능

력을 갖은 대상국가 중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일꾼'이다.11) 

Fig. 5 경제산업의 3대 영역에서 4대 영역 
Seabright-Kim으로 확충

9) Seabright, Paul: 'The Company of Strangers: A Natural 
History of Economic Lif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ISBN 0-691-11821-3 
('낮선 사람들이 만드는 경제사회' - 한국어 번역은 본인
의 것)을 참조. Fig.은 Seabright의 자금-생산-엔지니어
링의 3대 요소에 본인이 <수요>를 추가한 것으로 
Seabright의 원래의 이론과 구분하기 위하여 
<Seabright-Kim 이론>으로 부르기로 한다. Seabright가 
거론하는 'Engineering'은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 
'Engineering/Management'이다. 

10) 세계의 1일 교역량은 대개 $1~1.5 Trillion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슷하여 대개 년 $1 Trillion으로 
본다면, 구라파는 전체로 $25~30 Trillion, 중국과 일본은 
각각 $6~10 Trillion으로 본다. 미국은 그 규모가 
$150~200 Trillion 정도로 추정된다. 참조: Nolan, Peter: 
China and the Global Economy - National 
Champions, Industrial Policy and the Big Business 
Revolution, Palgrave, 2001. 위에서 2014년 현재 중국과 
일본은 훨씬 커져 있다. 미국은 국제협약에 의하여 돈을 
더 찍어 낼 수 있는 권한을 또한 갖고 있으며, 아무에게
도 '통화기금권'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2014년 
Yuan화와 부디치고 있음으로 두고 볼 일이다. 

11) 현재는 이들이 주로 국내 수요를 목표로 한국 내에서 각
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목표는 장차 쌓여가
는 돈을 갖고 이 '일꾼'을 흡수 지휘하기 위한 '수색-척
후단계'로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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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이 물길을 바꿀 수 있을까? 자본이 많지 않

은 우리로서는 이 자금을 활용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

리나라가 70년대부터 공산품 수출을 위하여 기업체들을 국가

적 과제로 키워 온 것과 마찬가지로 50년이 지난 2015년 이

제는 엔지니어링을 국제 수준으로 키워서 외국 자금을 활용하

는 길을 여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본다. 더욱이 

전략으로서 그 나라 돈은 그 나라의 사업에 투자토록 함으로

서 한정된 우리의 담보능력 등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갖도록 

하고 그를 통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예로, 미국이 생산 능력을 재건하려 하고 있는

바 미국 돈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 일

을 해 주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회사나 철강회사, 조선

소들을 우리가 가서 경영해 주고 그 나라의 산업 재건 및 고

용 문제를 해결토록 해주자는 뜻이다.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 

예로 Archipelago 등에서 해상 교통처럼, 수요가 있음에도 수

익성이 문제되어 자금이 투자되지 않는 그래서 수요해결에 시

작이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해운이나 조선분아가 

그러하다. VLFS사업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본다.12) 우리

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슬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전략이라면, 분야에 따라서는 시장 진출은 10배~20배로 확충

이 가능 시 된다. 그리고, 우리 국내의 얼마 되지 않은 일들은 

국내자금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술력/노동력 고용한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를 바탕으

로 세계 진출의 기초 도약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13)

이렇게 되려면 이 복합생산업체들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12) 아직은 확실한 윤곽이 들어나 있지 않으나, 2015년 3월 
우리가 가입한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및 2011년부터 대기하고 있는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Program> 국경을 초월하는 
협약에 의한 Program이고 그 동안 투자가 활발하지 못 
하였던 Infra 및 농업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으로 투자 
및 수행차원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EPC 참여를 기다리
고 있다고 본다. 미국과 중국 - 두 거대국이 힘과 일에서 
경쟁하게 될 것임으로, 이것이 기회가 된다. VLFS나 해
운/조선 등은 이런 Programme에 포함되도록 우리 조선
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13)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에 거대한 '지하자
금'이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여러 자금
을 동원하여 3자가 같이 세계 여러 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새로 세운 가치기준에 따라 진행시키고' 우리의 
산업과 인력들을 활용할 길을 열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
게 되기만 하면 지금 세계에서 우리를 능가할 산업과 나
라는 없다고 확신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어쩌면 
2015년 현 정부의 몫이고 ('금융긴급조치명령'을 발동해서
라도......),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구조적으로 <4대 사업개발 

관련요소들 - Fig. 5 참조>이 같이 참여하여 같이 분배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화합하여 움직이자는 이다. 여기에서 진행

하고자하는 VLFS사업은 지역성이 강한 사업임으로 설치지역

을 잘 고르고 설치 지역과 협조하여 'SPC'를 같이 세워 진행

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설치장소의 이점을 살리고 가

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미리 가질 것을 

목표하며, 지역성을 고려하여 사용지역에 맞게 일자리 창출, 

생산, 조립, 운영 등이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행하여지도록 해

야 될 것이다. 다시 <Fig. 5>로 가서 수요와 생산을 먼저 합해

야 자금에 대응이 가능해 진다. 

일예로 BOT으로 하는 VLFS사업의 건설 및 운영시

스템을 <Fig. 5>에 보이는 대로 3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Fig. 6에서 제시

되듯이 대체로 (1): 초기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자와의 요구 

조건: 기획/기획설계 등에 전체비용의 약 <5+5>%의 비용과 5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동시에 EPC팀에 의해 진행되는 

(2): 엔지니어링과 시스템 설계 및 가격 산정 등에 10%의 비

용이 추정된다. 그리고 (3) 전체적으로 투자금액의 80% 정도

가 실제 VLFS Hardware EPC 비용이 될 것이다. 사전에 필

요한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간과하여서는 전략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사업자들은 보통 ‘종자돈’이라 부른다). 

위에서 언급한 초기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자와의 요구

조건: 기획/기획설계 등은 우선은 국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

는 방법이 적합하다. 엔지니어링과 시스템설계 및 가격 산정 

등을 위하여서는 생산 예정 업체를 동원하거나 장기적 안목으

로 별도의 민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기구에

서는 사업과 자금을 연계하고 그 것을 생산예정업체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미국의 ‘Bechtel’과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 하나, 우리에게는 VLFS사업과 관련하

여 아직은 능력 있는 엔지니어링회사가 없으므로 국가가 주도

하여 의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아직은 민간이 맡아 추진

하기에는 이르고, 국가가 주도하여 시작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Manufacturing은 거대한 공장에 

기계류와 기술/기능원들이 배치되어 쉴 새 없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 지음은 대략 생산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지시하는 대로 기계도, 사람도, 소재부품도 소조립-중조립-대

조립 과정을 거쳐 차곡차곡 조립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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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사람이 거의 없고 전등을 끈 채로, 기계류는 24시간 

쉴 틈도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곳도 있다. 생산 공장은 거

대한 시스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로 조선소 같은 곳에서

는, 부품 업체까지 합하면 수천, 수만명이 시계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부터 판매까지의 전주기적 

외곽 시스템이 자금과 함께 물고 돌아가는 것이다. 전문성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자금과 생산은 별도로 움직이

고, 이것이 위험성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으로 경기 하

락이나 자금 유동성 문제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적절

히 연계-관리하는 또 하나의 전문영역으로서 가운데에 엔지

니어링/경영이 있고, 큰 산업이나 일감의 경우, 자금, 생산 및 

사용이 국적이 다른 것이 보통임으로 이것들이 어데 누구 편

에 존재하느냐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어떤 업종에는, 또 

그리고 아직은, 생산에는 많은 기술자/노동자들이 관계되어 

있고 Seabright가 지적한 바 대로 이들을 같이 아우르는 노력

이 중간 역할자인 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으로 그

의 역할과 노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 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에는 아직은 이 제3자 위치에 있게 되는 엔지니어링/경영 조

직이 매우 취약하다. 이는 보통 현장에서, 예로 조선소에서, 

생산 과정의 일부로 부르는 '엔지니어링'과는 구분되는 역할이

다. 일반적으로 흔히 현장에 있는 설계나 생산기술 엔지니어

링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음 토목 건설에서 이

야기하는 '시행사'와 같은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Fig. 6 사업 수행 절차 – 기술 개발, 엔지니어링 및 
Infra EPC/Operation

결국 우리의 생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벸텔/Bechtel 

같은 정도의 전문화된 독립 엔지니어링 조직이 필요하다. 우

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도 문

제이고, 이는 결국 자본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기능

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는, 그래서 엔지니어링 조직이 

자본과의 연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종래

에는 자본에서 엔지니어링을 확보하여 생산을 '하청' 하는 것

으로 되어 있었으나 생산을 갖는 쪽에서 엔지니어링을 육성함

이 더 바람직하고, 이에는 복잡한 생산 업체에서 기술축척이 

이루어져 경쟁력, 창의성과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아는 쪽에서 엔지니어링을 가까이 함이 옳은 것이다. 그리

고 기술이 익혀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

나 아직은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적어, 재삼 강조하지만, 이 

'엔지니어링'은 의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런 경우 세워져 일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Bechtel의 

McNamara팀의 예에서 보인대로,14) 역사적 사명감과 사회적 

가치 기준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새 국가상을 이룩하도록 자본

-생산-수요-엔지니어링 4자로 구성되는 전체 시스템을 잘 

조정하여 사회적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을 기

대해 보겠다는 것이 또한 이것이 목표하는 바이다.15) 그렇게 

하여, <Fig. 5>에서 생산과 자금 및 활용, 머리 모두를 갖게 되

어 하나가 되고 힘을 발휘하여 좋은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자

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McNamara팀과

같은 '에리트/Elite' 혹은 '영재/英才'가 지금 필요하다.

5. 사업전망, 효과 및 결언

비교적 새로운 VLFS분야에의 진출에 지음하여 10여 가

14) 미국의 경우 Reagan대통령이 Bechtel Engineering 출신
의 McNamara-Schultz-Weinburger를 기용하여 나라를 
운영하고, 결국은 이들이 1988년 전쟁 없이 구 소련이 손
을 들게 만든 것이다. 이 Team의 가장 위 대표였던 
McNamara는 그 당시 Ford에서 사장으로서 년봉 $200만
불을 받던 분이 년봉 약 $30만불을 받고 국무장관으로 
간 것을 기억한다. (나는 이분이 살던 동네에 살았었다.) 

15) 산업분야에서는 생산업체는 우리나라에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분산해서 확산할 수도 있으며, 일반 생활 용
품/Consumer goods과는 달리, 수요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자금은 BOT사업으로 해외 등에서 동원 할 
수 있다. (Seabright가 제시하는 3개 경제요소만이 아니
고 본인이 제기한바 더 추가하여) 4대 경제활동요소 중 
남은 엔지니어링은 우리의 산업에서 경험 있는 인력들이 
있음으로 이를 조직화하여 자립토록 하는 것이 1차 숙제
로 남는다. 이 엔지니어링을 국가적인 노력으로 몇 개 분
야에서 길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쉬운 대상자들
이 우리가 전공하는 조선공업 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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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기된 과제들과 시스템 분석, 우리의 숙명적이고 전략적

인 위치, 현재 조선공업의 재도약을 위한 시의성 등을 볼 때 

연근해 지역에의 육지를 대신할 부유식 VLFS기지, 에너지 발

생, 에너지 저장사업 및 연근해 풍력에너지, 가두리어장 등의 

분야에의 전망과 진출이 예상되며, 엔지니어링에서는 MOB사

업 같은 것이 자극적 쟁취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규모가 다소 

크기는 하지만 추진을 잘 하면 조선공업보다 수익성도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 Archipelago, 

Africa 등에도 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보유한 조선해양기술을 가지고 

선투자로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의 VLFS사

업화 전략은 성공 가능할 것이다. VLFS사업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의 많은 현안 과제를 해결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

라 조선산업과 관련 산업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량적인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우나, 조선공업에 

비추어 보면 직접 일자리로 최고급 매니저/엔지니어 약 50명, 

일반 엔지니어 약 500명, 기술공 약 50,000명, 기자재업체 약 

30,000명 정도가 예상되며, 직접수출은 년 5조원대로 추정된

다. 관계 업종의 참여는 기계, 토목건축, 조선해운, IT 등이 될 

것이고, 조선분야는 약 20% 수준의 참여가 예상되겠지만, 성

격으로 보아 일은 조선해운 편에서 지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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